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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그 경영활동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력 등의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는바,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공익성 역시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준법경영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며, 준법경영의 최일선에는

법무부서가 자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은 법무부서를 두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서를 두더라도 소송 업무 수행 등 사후 처리에만 주력하고 있다. 나

아가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사례를 찾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유무 등 운영 실태를 살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분석해 보았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법무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향후 법무부서가 중점을 두

어야 할 부분을 살펴 본 다음, 이를 통해 공공기관 실태 파악에 필요한

조사 사항을 정하였다. 즉 법무부서의 구성, 법무부서 및 법무부서장의

지위(결재라인,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이사회 직접 보고 여부 등), 사내변

호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법무업무의 처리 내용 및 그 실태(소송 등

분쟁, 법률자문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참여 등) 등을 조사할 사항으로

정하였다.

기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무업무 처리 유형을 법무부서와 사내

변호사 유무를 기준으로 4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로 1 ∼7개, 전체

12개의 공공기관을 심층조사 하였다. 심층조사는 법무부서장, 사내변호사

또는 법무부서 직원 등에 대한 대면ㆍ서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행

하였다.

조사결과, 먼저 통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산규모와 법무부서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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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자산규모와 사내변호사 수는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자산규모와 법무부서 구성원 수 역시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법무부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법

무부서와 사내변호사가 모두 없는 유형 1의 경우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

로 신속하고 질 높은 법무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 사내변호사만

있는 유형 2와 모두 갖추고 있는 유형 4의 경우 법률자문을 책임회피 수

단으로 활용하는 점, 법무부서는 있으나 사내변호사는 없는 유형 3의 경

우 법무부서의 권위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등이 있었다. 이에 대

한 개선방안으로는 법무전담 조직의 신설이나 사내변호사 등 전문가의

채용, 법무담당 부서 혹은 사내변호사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육성,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은 내부 법무기능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소

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적 법률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확대 등으로 오히려 사내 법무기능의 보완이나 확대가 필

요한 시점이다. 법무부서 설치나 사내변호사 채용 등 법무담당 조직이나

시스템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내법무부서, 공공기관 법무, 공공기관 법무조직

학 번 : 2013-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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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기와 같이 필수적

인 요소는 무엇일까? 자본이나 인력 등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연

구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다루는 조직을 들고 싶다. 물론

이것은 공기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기는 하나 공공영역이나 민간영

역을 불문하고 기업활동을 둘러싼 공기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여야 한다. 기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파산에 이른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이었던 엔론은 회계부정 사건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 사건으로 엔론의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법인마저 함께 도산의

운명을 맞았다. 반면, 지멘스의 경우에는 위법활동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잘 극복함으로써 여전히 견실한 기업으로 남아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혹은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조되는데 그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이 민간기업보다는 더

욱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함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민간기업이 사업의 영역에 따라 많은 법률적 리스크나 분쟁 등

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역시 많은 민사적, 형사적 리스

크나 분쟁에 노정되어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법률적 문제의

스펙트럼은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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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법인에는 준법지원

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던 준법

감시인 제도의 확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도입배경을 두고 변호사 자격

자의 폭증에 따른 법조인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 등의 논란이 있었다(김

강수, 2011: 313, 김제완, 2012: 149-150, 신석훈, 2011: 13 등). 하지만, 그

논란에 대한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준법

경영은 피할 수 없는 기업환경이며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

다는 상황의 변화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신석훈, 2011: 4).

준법경영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도 사내변호사 채용을 의무화거나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등 공

공영역에서의 준법경영(혹은 준법행정) 확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김제완, 2012: 152).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공

공기관이 법무전담 조직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박정구, 2012).1) 그나마

공공기관의 법무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나 연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

다. 이에 이 연구는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법무처리 실태를 조사해 보고

자 한다. 법무부서는 두고 있는지, 두고 있다면 그 부서의 조직 내 지위

는 어떠한지, 각종 법무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법무업무 처리 및 법무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많은 공공기관이 기획업무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에서 변호사가 아닌 직원 1

∼ 2명을 두고 외부 변호사 등과의 연결자 역할만을 담당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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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사례

조사를 통하여 법무부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사례의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총원 등 규모(자산, 총원)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해 보기

로 한다. 즉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유무는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총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상관관계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사내법무부서가 있는 경우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는지, 법무

부서의 구성원 수는 몇 명 정도인지를 공공기관의 규모와 관련하여 조

사, 분석해 본다. 즉, 사내변호사 수, 법무부서 구성원(법무담당자)의 수

는 공공기관의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의 방향은 어느 쪽인

지를 살펴본다.

셋째, 법무부서가 처리하는 업무(그 중 분쟁건수와 자문처리 건수)는

공공기관의 규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즉, 분쟁의 건수와

자문처리 건수는 해당 기관의 자산이나 총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있다

면 그것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공공기관의 법무부서의 구성원 수, 사내변호사 수와 분쟁 건수,

자문 건수 및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과의 상관관계와 그 방향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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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

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의 법무처리 실태에 대해서만 조사․분석하기로 한다. 그 이유

는 기타공공기관은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가 다양하고2) 정부경영평가 대

상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등 유형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먼저 선행연구나 조사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내법무부서 운영 배경이나 환경 및 법무업무의

주요 내용 등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각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등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전 공공기관의 사내법무부서 운영 여부, 인원현황, 수행하는 업무 내용

및 변호사 유무 등을 조사한다.

셋째, 위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 처리 태양을 몇 개로 유

형화 하고, 그 중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선정하여, 법무업무 종류에 따른

처리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한다. 이 조사는 개별 선정기관에 대한 위 전

수조사 자료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법무부서원이나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대면․유선 또는 서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한다.

넷째, 법무부서 운영과 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

2) 기타공공기관은 동일 주무부처 내에서도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가 다양하다. 예컨대 문화체육관

광부가 주무부처인 기타공공기관에는 연합회, 재단, 주식회사, 위원회 등이 있고, 그 숫자도 무려

26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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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향을 법무부서 구성원이나 해당 업무 처리자(법무부서가 없는 경우)

와의 대면․유선․서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다.

다섯째, 유형별로 조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위에서 열거한 연구문제를

기술 통계 중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통하여 검증해 본다.

여섯째, 유형별 조사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기관 법무부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3 절 개념의 정리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몇몇 용어에 대하

여 혼란이 없도록 정의를 하고자 한다. 용어에 대해 따로 정리하는 이유

는 연구의 범위와 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1. 공공기관

먼저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운법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라 정의하고 있다(제4조제1항 참조)3).

같은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

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

로 나눠지며,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나눠진다.

3)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운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

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http://www.alio.go.kr/alio/public/p_about

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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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 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등)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

술정보원,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

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이란 소극적 개념 정의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말한다(공운법 제5조 참조). 이상의 공공기관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아

래 [표 1]와 같다.

[표 1]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 2014년 1월 24일 현재 지정된 공공기관의 현

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기업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

기업 16개로서 전체 30개이며 이는 전년도와 같다. 준정부 기관의 경우

에는 전체 87개로서 기금관리형이 17개, 위탁집행형이 70개로서 이 역시

전년도의 87개와 같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그 숫자가 전년도보다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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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3년 ’14년

공기업 30 30

시장형 14 14

준시장형 16 16

준정부기관 87 87

기금관리형 17 17

위탁집행형 70 70

기타공공기관 178 187

계 295 304

늘어난 187개이며 이로써 2014년도 전체 공공기관의 숫자는 304개로서

전년도보다 9개가 늘어났다4). [표 2]에서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2]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5)

4) 2014년도 기획재정부 고시 2014-1호에 따르면 종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던 한

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는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공정

거래조정원 및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신규로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었다. 아울러 한국산업

기술시험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종전 기타공공기관이

었던 시장경영진흥원과 위탁집행기관이었던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된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아울러 몇몇 기관의 명칭 변경이 있었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축

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

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5) 연합뉴스 2014. 1. 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4/0200000000AKR2014

0124121900002.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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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

법무란 ‘법무(리걸)서비스’를 말한다. 법무서비스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무서비스 개방과 관련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법무서

비스에는 “법무 자문 및 소송대리 서비스는 물론 (판사, 법원서기, 검사,

국가송무수행자 등에 의한) 법의 집행[司法](the administration of

justice)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의

집행과 관련된 활동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없는 사항으로서 이 연구의

법무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

러한 법의 집행은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6)

법무서비스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는 기업법무팀

을 조사한 사법행정의 자료(아래의 선행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법무서

비스의 주된 내용은 첫째, 소송 등 분쟁에 대한 대처 둘째, 각종 계약의

사전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사업 추진 전에 확

인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이나 검토 셋째, 사업이나 설립과 관

련된 법령의 제․개정 참여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공기관

법무담당자 혹은 법무부서의 법무서비스는 크게 소송 등의 분쟁에 대한

대처, 계약 등에 대한 법률 자문,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관여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6) 법무부(2000), 『법무서비스 개방문제 연구』, 서울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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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및 조사

제 1 절 법무부서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법무부서 운영과 관련한 연구 자

료를 검색하였으나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국내 저널 중 기획 취재로

기업 혹은 공공기관의 법무부서를 탐방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었고, 외국

저널에서 성공적인 법무부서 관리방안에 관한 간략한 연구자료가 있어

이를 사내법무부서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혹은 조사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법무부서 탐방ㆍ조사 자료

다소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사법행정”이라는

월간지에서 “기업법무실순방”이라는 제목으로 대기업 법무실을 조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1986년 7월의 럭키금성그룹 법무실에 관한 조사, 같

은 해 8월의 대우그룹에 관한 조사 및 1988년 4월의 삼양그룹 법무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통해 법무실의 구성, 업무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

자.

(1) 럭키금성그룹의 사례

럭키금성 그룹은 법무부서를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그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각 계열사 단위로 두고 있다.7) 각 계열사의 법무부서는 계열

7) 당시만 해도 그룹 전체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각 그룹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기획조정실에도 법제팀은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기획조정실은 지주회사인 (주)엘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한겨레(2008), ‘기획실 해체’ 파장 촉각, (2008. 4. 23(2014. 5. 13 검색))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83734.html



- 10 -

사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법제부, 법제과, 해외법제실 등의 형태로 독립

적인 조직으로 존재하거나, 기획부서나 총무부서 등의 소속으로 업무담

당자만 별도로 두는 형태로 존재하는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

다. 법무담당자는 계열사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약 2 ∼ 6명 정도이다(사

법행정, 1986. 7.: 76).

법무부서는 계약관리, 송무,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 법제 및 이사회

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업무의 경우 민법

상의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을 나누어 각 형태에 따른 업무지침을 정하

여 유지ㆍ관리하여 운용하고 계약에 따른 관련 부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

히 정하여 본점이나 지점, 해외현지법인 등에 적용하고 있다. 계약과 관

련한 업무 중에는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겨 관리지침

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사법행정, 1986. 7.: 77).

분쟁에 관한 업무는 채권관계 등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업무, 세무와

관련한 행정소송 업무 등이 있으며, 국제분쟁의 경우에는 무역과 관련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업소유권에 관한 업무는

상표권에 관한 업무가 주를 이루며, 이사회와 관련한 업무는 이사회규정

관리,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이다. 법제업무는 내부규정의 제ㆍ개정 및

관리, 현업부서 업무와 관련 국내외 법령의 제ㆍ개정 상황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현업 부서에 자문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자주 사용하는 계약

을 정형화하여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법무부서의 주요 업무 중 하

나이다(사법행정, 1986. 7.: 77-78).

법무부서는 정책 수립시 의사결정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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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부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자 역할을 함으로

써 문제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에 기여하고 있다. 현업부서에서 직접

외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작성해 온 질의서를 수정하는 등의 형태로 현업부서를 돕고 있다. 계약

서 작성의 경우, 현업부서에서 문서로 계약서의 검토나 작성을 의뢰하면

법무부서는 이를 검토하거나 작성하여 회신한다(사법행정, 1986. 7.: 78).

법무부서는 외부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현업부

서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잘못된 결론의 도출, 비용 및 시간의 손실 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현업부서는 업무 처리 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의 긴박함이나 비밀 유지 등의 목적으로 개별적, 산발적으

로 외부 법률 전문가와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의뢰자와 답

변자 상호간에 질의나 설명 및 답변 등에 있어서 상황파악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용이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적절한 답변

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법무부서는 이에

대비하여 상담요령이나 상담절차를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업무집행의 일

관성을 유지하고 능률을 도모하고 있다(사법행정, 1986. 7.: 79).

계열사에 따라서는 국내법무 담당부서 외에 해외법무 부서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해외법무 부서는 거래 상대국의 법령이나 관행, 판

례 등에 정통한 해외 변호사와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변호사에게는 반

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경비와 시간의 낭비

를 막도록 하고 있다(사법행정, 1986. 7.: 79-82).

외부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 계열사는 민사사무와 형사사무를 구분하

여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맡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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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인과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해외법률전

문가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국제거래에 있어서 본

사와 지사간의 법률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국내외의 관

계법령,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대처를 위해 해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관계법령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 각국 정부의 관계법령, 경제정책, 경제

정보의 변동상황을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입수하여 신속하게 분

석한 후 이를 자매회사나 거래업체, 현업부서 등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법행정, 1986. 7.: 80-82).

법무담당 직원의 역량은 국내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

석시키거나, 계열사에 따라서는, 국외에서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서는 현업부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국내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정기

적으로 발행되는 전문지 등을 통해 수집하고, 해외의 경우에는 해외변호

사와 현지법인 및 사무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확보하고 유지ㆍ

관리하고 있다(사법행정, 1986. 7.: 82).

자료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기업상황을 인식하면서 법무부서의 역할

변화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여, 역할변화를 위한 몇 가지 선결조건

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거래가 대규모화⦁다양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법률자문을 얻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법무부서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예방적 법무의 중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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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층의 인식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바, 그 선결조건으로 다음 몇 가지

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법무부서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법무부서

는 지원부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독립부서이기 보다는 총무, 기획 등의

하위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무부서를 최소한 부사장등

의 직속 정규 부서로 하고, 그 기능과 권한도 독립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업부서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

서에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 둘째, 법무업무를 세부 업무별로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한다. 가령, 송

무, 자문, 규정 등으로 나누어 담당자를 두고 전문화함으로써 법무부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8) 셋째, 법무부서나 현업부서 임직원

의 법무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이나 역량강화는 기업 경쟁력 향상의 밑거

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법무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이에 그 해소방안으로 각 회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실무적인 입장에서 정리하여 교육하는 방안, 사원의 연수

과정에 법무교육 시간을 포함하거나 늘려서 법무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현업 부서 직원의 법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특허권 등 과학기술이 관련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한

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는 민사⦁형사와 같은 일반적 법무영역뿐만 아니라 특수분야에 대한 법

무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한다. 다섯째, 유

능하고 기업법무에 밝은 법률전문가의 확보와 관련한 문제이다.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법률전문가는 보수 문제로 기업 법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9), 기업 내부 인력을 교육하여 전문가로 양성하는 방안은 장기의 시

8) 자료는 “법대 출신의 우수한 인재가 기업법무실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만 해도 법학전공자가 기업법무실로 가는 경우는 드

물었던 듯하다. 그러나 변호사만 해도 연간 2,000명 이상이 배출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도 대기

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일반 사원으로 채용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큰 문제점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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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되며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신규변호사를 채용하여 기업법무 전문가

로 양성하는 방안, 외부법무법인으로부터 기업법무에 전문성 있는 법무

전문가를 파견 받아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사법행정, 1986. 7.:

83).10)

(2) 대우그룹 사례11)

대우그룹은 기업 확장 등에 따라 상사로서는 최초로 기획조정실에

‘법무과’라는 법무부서를 만들었다. 구성원은 고문변호사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였다. 소관 업무는 국내외 계약, 송무, 공업소유권 등으로서

럭키금성 그룹과 대동소이 하다. 아울러, 프로젝트 발생 시에는 관련 부

서와 TF를 구성하여 협상(Negotiation) 초기부터 계약의 완결 시까지 적

극 참여토록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각종의 계약유형을 정형화하여 업무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의 계약모델 폼을 작성 및 수정하며 미비

점을 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상거래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 각 계열사별로는 해당 기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업무가 많거나 중

점을 두는 등의 특징을 보이며, 회사의 특성에 따라 독립조직화 하거나

특정 부서의 한 파트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한다(사법행정, 1986. 8.:

83-84).

9) 기업변호사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회원도 약 1천여 명에 달하는 오늘날 이와 같은 경향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은 전통적인 영역인 소송대리 등을 선호하

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을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10) 외부법무법인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 받는 방안은 비용측면이나 인력확보 측면에서 유용한 점

이 있다. 다만, 법무 노하우가 해당 기업의 것으로 축적되어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11) 사법행정(1986), 기업법무팀순방, (1986. 8.) 86-91. 주지하듯이 굴지의 대우그룹은 199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소유관계는 달라졌어도 여전히 대우건설, 대우해양조선, 대우인터네셔널

등이 “대우”라는 이름을 달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우그룹 법무부서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는 오늘날 기업법무의 내용이나 법무조직의 구성 및 문제점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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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

법무 1과

국제계약 주관

- 다양한 계약의 준비작업(당사자 신용도 등 확인, 거래상

대국의 상관습, 분쟁처리 준거법 등)

- 국제거래 분쟁 발생시 제반 처리(자료수집, 변호사 질의

대우그룹은 중화학 공업 진출 등을 기회로 법무부서를 종전 “과”에

서 “실”로 승격시켰다. 실로 전환하면서 법무의 세부적 전문화도 도모하

였는데 즉 법제실 내에 해외담당 법무1과, 국내담당 법무2과, 회사자산관

리를 위한 관재과, 그룹 내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과 등 4개를

두었다. 각 과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무 1과는 국제계약을 주

관하고 그룹 CI관리 등의 업무와 법무부서 직원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법무 2과의 주된 업무는 송무이며, 그밖에 계약서 작성 등

의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 2과의 업무 중 송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 몇 년간과는 달리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룹에서 제소한 사건의 승소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법행정, 1986. 8.: 86-87).12)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법제실 각 과의 업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사법행정, 1986. 8.: 84-88).

[표 3] 대우그룹 법제실 각과의 업무

12)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50 ∼ 60%씩 소송이 증가하였으나 1985년부터 증

가가 주춤하고 있고, 제소사건의 승소확률은 1982년까지 50%였으나 1985년에는 68%로 대폭 증가

하였다. 소송 건수가 줄어든 것은 법제실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사건 수임료 등

의 비용 부담, 시간 낭비, 생활의 불안정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소송 전 화해보다 열등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제소사건에 대한 승소율은 제

소건수의 증가에 따라 현업 부서에 자료 및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도록 문서나 교육 등을 통해 주

지시킴으로써 그룹 전체의 송무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분쟁의 처

리와 관련하여 2 이상의 외부 자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

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제실이 재검토하여 현업부서가 소송이 아닌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소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 16 -

및 선임 등)

-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정형화를 통해 현업부서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의뢰 건수 최소화

그룹 심벌(CI)의 관리

- 전 계열사의 상표 등 공업소유권 관리

자체 직원의 교육

- 해외 법무법인ㆍ유명 법률전문 대학에의 교육파견 등을

통해 구성원 역량 강화

* 이상적인 기업법무 요원의 자질 : 기본적인 국내법 숙

지, 외국어 능력, 현업부서의 업무 파악 및 사례 숙지,

3년 이상의 경력 및 개인의 인내심 등

법무 2과

그룹 전체 송무 처리

전형ㆍ비전형 계약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채권 회수 및 집행 업무

법률자문 및 그룹 전체의 규정 관리 등

관재과

그룹 자산 관리

-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 담보확보, 담보권 실행

- 회사 설립에 관한 등기업무 자문 등

보험과

사전예방 업무

- 입찰계약시 필요보험 안내, 원가계산 등의 자문

- 그룹재산 보험 갱신 등의 업무

사후처리 업무

- 사고발생시 실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강구 등

대우그룹은 국내의 유명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국내ㆍ해외 법무업무

에 대한 자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법률 자문 7곳, 해외법률업

무 자문 3곳과 자문계약을 맺어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있는데(사법행정,

1986. 8.: 89), 오늘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자문네트워크가 2∼3개에

머무는 것에 비하여 30년 전에도 파격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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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겠다.

대우그룹이 그룹 차원의 법제실을 운영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그룹 법제실이 법

무업무를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도모하고 있으

나 반면, 개별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맞춤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 기업에 맞는 독

립적인 법무부서 설치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된다. 둘째, 임원으로 영입한

특정인의 거취에 따라 법무부서가 존폐되는 등 법무부서의 조직이나 운

영이 유동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상근자문 변호사

를 두거나 법무부서를 법무법인화 하는 방법으로 해소하자는 방안이 제

시되고 있다(사법행정, 1986. 8.: 91).

(3) 삼양그룹 법무팀13)

삼양그룹은 회사 규모의 확장14)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놓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적 분쟁의 예방과 사후적 처리

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1986년 3월에 법무팀을 신설하였다. 외부자문에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비밀보장문제, 사건처리의 신속성 문제, 정확하고

꼼꼼한 자료 수집,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그룹 본부에 부사장 직속으로

법무실을 두게 된 것이다. 인원은 창설 당시에는 3명에 불과하나 법률분

쟁의 증가에 따라 확장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실장은 “사장 - 부사장

- 법무실장”으로 이어지는 계급구조에 있으며, 직급은 전무이사인 생산

본부장이나 영업본부장보다는 낮은 이사대우 정도이다(사법행정, 1988.

13) 사법행정(1988), 기업법무팀순방, (1988. 4.) 110면-114면. 삼양그룹 사례에서는 조직 현황 외에

도 각 개별 법무업무의 내용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14) 1988년도 기준으로 계열사 10여개, 매출액 3,600억 원(1987년 기준), 종업원 5,000여 명, 전 세

계 라면 생산량의 23%(28억食/120억食)생산 등 그 규모가 회사를 창업하던 1961년에 비해 대폭

확장되었다(사법행정, 199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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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1).

법무실은 계열사와 지사의 계약서 검토, 소송업무, 채권관리, 공정거

래 자문15), 회사설립 특히 외국과의 기업합작이나 국내외 기업 인수․합

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중 먼저 계약서 검토 업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계약서는 분쟁발생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 체결 단

계부터 법무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자문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보면

먼저 계약체결 단계에서 현업부서에서 문서로 법률자문 의뢰를 하면, 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아울러 계약의 해제나 해지, 하자

보증, 담보 등 분쟁 발생시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

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계약 유형별로 계약서 양식을 정형화하여

현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계약을 염두에 두어 현지 법

령을 연구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적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

고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법행정, 1988.

4.: 112-113).

송무업무의 경우 법무실은 회사가 원고, 피고 또는 참고인 등의 이해

관계인이 된 민사, 상사 및 행정 소송 사건과 회사나 임직원이 피의자나

피고가 된 형사 사건 등 각종 사건을 이첩 받아 직접 수행한다. 법무실

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다 신속

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평소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건의 발생 원

인이나 진행경과에 대하여 숙지를 하고 있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16) 또한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등 그 밖

15) 공정거래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문도 법률자문

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6) 법무실에서 이첩 받아 수행하는 소송의 승소율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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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무실이 적극 개입하여 소송 전에 원만한 합의

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법행정, 1988. 4.: 114).

법무실의 또 하나의 주요 업무는 채권관리 업무이다. 기업규모가 확

대되면 그에 따라 미수금 등 부실채권도 증가하게 되지만, 밀착된 관리

로 불량채권의 수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삼양그룹의 경우 각 계열사에

채권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무실은 주 1회 이상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담보설정, 거래상대방 신용관리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법무실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본안소송이 발생한 경우에

활용함으로써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하고 있다(사법행정, 1988. 4.: 113).

다음은 법률자문 업무와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법무실은 내부

규정이나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에 응하여 이를

검토하고 수정․보완해 주고 있다. 또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노사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관련부서에

알려주어 동 법령을 준수하게 하며, 신규회사 설립 및 다른 회사 인수시

조세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절세에 기여하기도 한다(사법행정, 1988. 4.:

114).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원의 사적

인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도 행하고 있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나, 가정사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내변호사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게 함

으로써 임직원이 마음 편히 자신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법행정, 1988. 4.: 112).

삼양그룹 법무실은 임직원의 법무교육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법은

법률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상식’이라는 전제하에 회사의 업무에 법

률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기업의

목표를 원만하게 이룩할 수 있도록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실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원의 사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교육이다. 즉, 직무와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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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서 작성이론과 실무요령’이라는 과정과 ‘전세 세입자가 꼭 알아

야 할 법률상식’ 등의 두 과정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사법행정,

1988. 4.: 114).

2. 바람직한 법무부서 관리에 관한 연구

법무부서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해외저널에 실린 자

료로서 “특별기고 : 성공적인 사내 법무기능 관리에 관한 통찰 - 내부자

의 견해(Insights Into Successfully Managing the In-house Legal

Function, an Insider's View : A Specially Commissioned Report)라는

자료17)(이하 “O'Meara(2005)”라고 한다)가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O'Meara(2005)는 영국 법률시장에서는 내부에 대규모의 법무부서를

운영하기 보다는 숙련되고 폭 넓은 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에 외주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내변호사18)는 몇 가지 점에서 외부

전문가가 갖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우선 접근성(accessibility)이

뛰어나다.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부서는 빠르고 쉽게 필요한 법률적 조

언을 받기를 바라며 사내변호사나 법무부서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법률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뿐만 아니라 사업의 초기에서

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17) O'Meara, Barry(2005), “Insights Into Successfully Managing the In-house Legal

Function, an Insider's View : A Specially Commissioned Report,” Thorogood
P rofessional Insights, London : Thorogood. 저자는 30년 간 기업의 자문전문 변호사

(solicitor)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유럽 사내변호사 협회(European Company Lawyers'

Association)의 창립멤버이자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동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하

였다.

18) 자료는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내변호사와 법무부서를 포함

한 사내법무기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에 따라 사내변호사 혹은 사내법무

부서 등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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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법률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게 한다(O'Meara, 2005: 6-7).

O'Meara(2005)는 성공적인 사내법무부서 운영(management)과 관련

하여 신경을 써야 할 몇몇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보고라인과 의사소통 기술(Reporting lines and

communication skills), 긴밀한 협력(Close co-operation), 보수19)

(remuneration), 견습사원(Trainees) 문제, 기업 내외부 자문의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보고라인과 의사소통 기술

(가) 보고라인(Reporting Lines)

O'Meara(2004)는 사내변호사가 임명되면 자신이 관할하는 부서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자신이 보고해야 할 곳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초기에 책임라인(lines of accountability)을 정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데, 이상적인 것은 사내변호사의 급여나 복지 등에 관하

여는 다른 임원이나 부서장(line manager)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그 업

무에 관한 보고는 책임변호사(senior in-house lawyer)가 이사회(Board

of Director)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라고 한다. 가장 피해야 할 모습은 사

내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법률지식이 없는 관리자를 거쳐 최종 의사결정

자나 기구에 이르는 것이라 한다(O'Meara, 2005: 10-11).

(나)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s)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 중 하나는 회사의 사업과 영

19) 여기에서의 ‘보수’는 포괄적 의미로서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승진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포

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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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전략에 대한 빠른 이해뿐만 아니라 사내의 모든 직급의 직원들과 의사

소통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임

원뿐만 아니라 초급기술자의 자문에도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내변호

사는 자문을 하면서 머뭇거림이나 불필요한 첨언 없이 간결하고 명확하

게 해야 하는 한편, 자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내변호

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

지 의뢰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는 것은 회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O'Meara,

2005: 10-11).

(2) 긴밀한 협력(Close co-operation)20)

한 기업에서 특정 사업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적 자문이 있는 경우

만큼 경영층으로서 곤란한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내에 변호사가

여럿 있거나 법적 자문을 하는 루트가 다수인 경우에는 자문 채널을 통

합하거나 채널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O'Meara, 2005: 11-12).21)

(3) 보수(Remuneration)

법무부서가 사내변호사 1명과 그 비서(secretary)22)로만 구성되어 있

는 경우에는 경영층은 이를 회사 내의 다른 부서와 같이 취급하게 될 것

이므로 부서 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보수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할

20) 여기서의 co-operation이란 상하위자나 다른 부서와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변

호사가 여럿이거나 법률 자문을 하는 곳이 여럿 있는 경우 그들 간의 상호협력을 의미한다.

21)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각 부분에 전문성을 갖는 법률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 경우

에 특히 문제될 것이다.

22) 원문에서는 'secretary'라고 하고 있으나 변호사를 도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으로 이

해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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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무부서나 사내변호사는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직

군으로서 보수체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하여 사내변호사나 법무담당자에 대하여 사내 여타 전문직의 보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보다는 다른

회사의 변호사나 같은 업계의 통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울러 법무업무 담당 직원(여기서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전문직렬로서 승

진에 있어서도 별도 체계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O'Meara, 2005: 12-13).

(4) 견습사원(Trainees) 교육 문제

사내변호사가 흔히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견습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것이다. 회사나 경영층은 사내변호사가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가

로 머물기 보다는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제너럴리스트가 되거나 경영에

관하여도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란다. 이로 인해 견습직원의 교육에 대하

여 사내변호사가 시간과 노력을 쏟기 어렵다. 물론 외부법률회사에 견습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견습직원은

회사 내의 법무부서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문제의 근본

적인 해결책은 회사의 경영층이나 법무부서의 장이 사내변호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다. 가능하면 내부규정을 통하여 사

내변호사가 견습직원의 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O'Meara, 20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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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내ㆍ외부 자문의 상호작용(The in-house/out-

house interface)23)

기업의 법무업무는 다양한 형태를 띠며 업무량도 방대하므로 사내법

무부서나 사내변호사가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24)

따라서 외부 법무법인 등에 업무를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서 적절한 외부

자문기관의 선택, 원만한 관계의 유지, 필요시 적절한 관계 끊기의 중요

성이 대두된다(O'Meara, 2005: 17).

(가) 외부변호사 찾기(Finding external lawyers)

전통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사내변호사 등을 통하는 등 인맥을 활용

함으로써 외부변호사를 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미인선발대회(beauty

parade)’ 형태를 띠는 경향이다. 일단 외부 자문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이

특정 건에 대한 단발성 계약이 아닌 한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된

다. 따라서 외부자문 기관이 파트너 정도의 변호사로 주 접촉점(main

point of contact)을 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회사와의 연락에

관한 책임은 그 변호사가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외부자문기관이 사전에 사내변호사나 법무부서에 연락하지 않고 접

촉점을 교체하는 것이다. 외부자문기관이 주 접촉점 변경에 대하여 사전

에 사내변호사나 법무부서에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O'Meara, 2005: 18).

(나) 관계의 유지(Keeping in touch)

외부자문기관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상호 법률지식을 공유하고25)

23) 이하의 내용은 앞의 성공적인 법무부서 관리에 관한 부분과 다른 장(chapter)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 상 포함시켜도 좋다고 판단하여 함께 정리한다.

24) 저자 자신은 업무의 약 75%를 사내법무부서에서 처리하였다고 한다. 추천되는 정도는 약 50%

정도이나 이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25) 특히 판례 DB와 관련하여 사내변호사나 법무부서는 외부자문기관에 뒤처지는 것이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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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법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사교 모임을 통해 상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상호 간 세미나 또는 회의 초청이나 교

육 등을 활용해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분야에 대한 저널 등을 교환

하는 경우도 있으나 좋은 관계의 유지에는 면대면 접촉이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다. 한편, 특정기간 동안 혹은 특정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인력을

파견 형태로 공유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외부

자문기관이 회사의 사업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내부법무부

서 나아가 회사는 외부자문기관의 판례 등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

게 된다(O'Meara, 2005: 18-20).

(다) 관계의 종료(Ending the relationship)

외부자문기관과 여하한 이유에서 관계가 종료될 때가 있다. 이때 가

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경

우에 따라서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Meara, 2005: 20)

(라) 해외 자문 변호사(External lawyers overseas)

회사의 사업에 따라서는 해외에서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

다. 이를 위해 해외에도 외부 자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있다. 해외 외부

자문변호사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는26) ‘변호사가 회사의 사업이나 경

영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회사의 현지 관리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하

여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나 관습

등 그 나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는가, 국내의 경우와

므로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외부자문기관의 방대한 판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26) 해외변호사 역시 외부법률자문기관이므로 선발과 관계의 유지 부분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국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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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기적인 교류가 있는가’ 등과 같은 사항이다(O'Meara, 2005:

20-25).

3. 조사자료의 시사점 및 한계

(1) 대기업 법무부서 탐방자료의 시사점

대기업 법무조직에 관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막 태동기에 있는 독립

적인 법무조직의 구성현황과 업무내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

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조직의 경우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 법무담당 조직을 두

고 그룹 전체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에 총무, 기획 등의 부서에 한 부분으로 두고 있는 법무담당과

유기적인 연계를 하는 형태, 현재와 같이 각 계열회사에 법무부서를 두

는 형태, 법무부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기획 등의 다른 부서에서 일

부 직원이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형태 등이 있었다. 물론 삼양그룹의 경

우처럼 그룹 본사에서 직접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량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해외법무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럭키금성그

룹의 경우와 대우그룹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은 일찍부터 법무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주목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우그룹이 부사장 직속으로 법무실장을 두고 있는

점,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법무부서의 결재를 받도록 한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법무부서 구성원은 부서장을 변호사로 채용하고 부서원은 일

반직원을 사용하는 형태를 띠었으며,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법무조직의

경우에도 6명 정도로 인원은 많지 않았다. 법무부서 직원은 전공을 불문

하고 있는 듯한데, 이는 당시만 해도 법학 전공자가 대기업 법무부서로

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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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의 업무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송무 등 분쟁처리 업

무, 계약 간여, 법률자문 및 내부규정과 관련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대응

등. 계약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무부서

가 계약 유형별로 계약서 양식을 정형화하여 현업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현업부서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서가 정형화

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자문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외부와의 연

결창구를 법무부서로 일원화하여 현업부서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혼란이

나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서 발견한 특이점은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법무부서가 담당하

고 있다는 점(럭키금성그룹), 직원의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도

법무부서가 하고 있는 점(삼양그룹), 법무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적

극적인 점27)이다. 특히 삼양그룹과 같이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적인 문제와 관련한 법무교육까지 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무부서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룹 전체의 법무를 그룹 총

괄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각 계열사의 특성에 맞는 법무서비스가 이뤄

지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계열사별로 법무부서를 독립

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대기

업이 각 계열사에 독립 법무조직을 두고 있다.

다른 문제점은 법무부서가 단순한 사후처리 위주의 지원부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법무부서의 장을 최소한 부사장 이상의

의사결정 기구의 직속으로 강화하고 사전적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

결정 전에 법무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천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은 법무조직의 장을 사장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법무조직은 이제 위와 같은 개선방향에 부합하는 조직

27) 럭키금성 그룹이나 대우그룹은 직원들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 교육기관에 파

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 28 -

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28) 다만, 뒤의 공공기관 사례에서 보듯이 아

직 우리 공공기관의 법무부서는 이 조사자료의 대기업의 초기와 같이 사

후적 분쟁 해결 중심의 지원부서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서장의 위상도 다

른 주요부서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는 몇몇

공공기관의 사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법무부서 운영에 관한 자료의 시사점

이 자료는 사내변호사의 입장에서 법무부서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내변호사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법

무업무 처리 및 법무부서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서 이 자료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내변호사 혹은 내부법무조직은 접근성의 측면에서 외부변호

사나 외부자문기관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

이다. 이는 이 연구의 배경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둘째, 법무부서가 성공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

하고 있다. 즉, ①법무부서장은 결재라인 상에서 이사회나 최고 경영자에

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중간 단계에서 법

률 지식이 없는 상위자가 법률자문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②법무부서나 사내변호사는 임직원이나 다른 부서와 원만한 의사소

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③사내변호사나 법무부서에 대한 별도의

보수나 승진 체계가 갖추어져서 사내변호사와 법무부서의 구성원이 전문

가로서 장기간 근속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④내ㆍ외부 교육을 통하여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구성원을 양성해

28) 삼성전자는 2009년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고 UN 대사를 역임하였던 김현종씨를 사장급 글

로벌 법무책임자로 영입하였고,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전후하여 로스쿨 졸

업자 및 졸업 예정자 채용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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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점, ⑤적절한 외부 자문기관을 물색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회사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법무부서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

⑥해외사업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해외자문기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야 한다는 점 등이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공기관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구체화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조사자료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사법행정의 대기업 법무부서 조사자료는 시의적절한 사례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영리 추구를 위한 대기업의 법무부서에 관

한 자료라는 점에서 대국민 서비스 등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

기관과는 그 전제부터 차이가 있음도 사실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법무부서 운영에 관한 자료는 법무부서가 회사 내

에서 필요한 부서로 자리 잡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

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민간기업에 초점이 맞춰

져 있는 점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대기업 법무부서 조사자료나 성공적인 법무부서 운영에

관한 자료를 기본하여 하여 공공기관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함에 그 차별

성이 있다. 우선 O'Meara(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법무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기관에서 첫째, 법무부서의 위

상과 관련하여서는 사내변호사나 법무부서장의 직위, 이사회 참석여부나

직접 보고 여부, 결재라인,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서나

사내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둘째, 자문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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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와 관련하여서는 외부 자문기관을 두고 있는지 여부, 지속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지 여부, 원만한 자문이 이뤄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대기업 법무부서 조사자료를 통하여 법무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몇 가지로 유형화 하되 그 업무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어떻

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사내변호사 및 법무조직의 중요성 변화, 예방적

준법기능 확대에 관한 선행연구

1. 사내변호사 및 법무조직의 조직내 중요성 변화에 관한 자료

최근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법무부서가 확대되고 있는

데29)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30)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사내

법무부서가 주목을 받거나 확대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사내변호사

29)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삼성그룹 내의 법무인력은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인

원은 1개의 중견기업보다 많은 수이며, 국내최대 로펌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정도이다.

아래 표는 2013년 11월 1일 현재 6대 국내 대기업의 법무인력 및 대형 로펌의 변호사 수 현황을

비교한 자료이다.

대기업 법무인력 6대 로펌 변호사 수

삼성그룹 1,000 김앤장 870

엘지그룹 230 광장 460

SK 그룹 150 태평양 435

현대기아차 그룹 50 세종 352

포스코 50 율촌 330

두산, 한진그룹 50 화우 305

(자료: 윤한섭 님의 블로그 http://yoonhs5410.blog.me/30178692276)

30) 세계 1위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 고메(Gate Gourmet)는 2007년 유럽 법무인력을 2.5배(종전 2

명에서 5명으로), 미국 지사 법무인력을 1명에서 4명으로 4배로 증원하였다(THE LAWYER, Gate

Gourmet doubles size of in-house legal dept, March 12th, 2007 5면,

www.THE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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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를 통해 사내법무부서의 지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1)

“미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대형로펌과 MBA 등의 등장으로

인해 사내변호사 및 사내법무부서의 지위가 크게 하락했다. 사내변호사는 이른

바 가정주부(kept woman) 역할에 머무는 반면, 로펌들은 대형화 하면서 규모,

전문성, 업무처리 역량 등에서 사내변호사 및 내부 법무조직에 비교가 되지 않

을 정도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MBA 출신들이 기업경영의 전면에 나섬으로 인해 사내변호사 또는 내부

법무조직은 후방지원부서로 자리매김하고 기업법무의 중심은 외부 법무법인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다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 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설명이 따르고 있

다. 먼저 기업들이 처한 환경이 복잡해졌다. 1970년대에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사

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조직 내에 합류되어 조직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않

는다면, 질 높은 법적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졌고,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인

회사의 내부사정을 자세하게 이해하여 법적자문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사내변호사 및 내부 법무조직의 수요와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로펌들이 기업법무에 대해 청구하는 대가의 급격한 상승을 들

수 있다. 기업법무 서비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기업 내 모든 법률서비스 수

요를 충족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기업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내변호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31) 이하의 내용은 최승재, 미국 사내 변호사의 역사, 2011. 10. 20.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9915의 내용을 요약․재구

성한 것이다. 자료는 미국 사내변호사의 역사를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기

단계인 19세기 말에서 1930년대까지의 사내변호사 태동시기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는 주로 철도 회사가 철도부설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을 관리하는

일을 사내변호사가 맡았고, 점점 기업인수, 재무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고 한다. 이 시

기에는 대기업 CEO의 75%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내변호사의 지위가 높았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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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함께 다수의 규제 입법이 행해짐으로써

기업내부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사내변호사 수요 증

가 및 처우 개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밖에도 1970년대 말에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가 등장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한 외부 로펌의 독점적

이용이 상당부분 박탈되고, 이러한 법률정보에 대하여 사내변호사도 일정한 비

용을 부담하면 얼마든지 접근가능하게 되어 외부변호사를 쓰지 않더라도 사내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증가하게 된 것도 사내 변

호사 및 내부 법무조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사내변호사는 외부변호사의 법률의견 및 업무를 점검하고, 소송을

관리하는 일과 같은 업무 외에도 기업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및 회사 구

성원들의 준법여부에 대한 감시(Compliance)활동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지나 현재까지의 특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사내법무팀 규모의

대형화”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법률서비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내변

호사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에 대

해 더 잘 이해하는 변호사에게 더 나은 경영 및 법률상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내부에 법무팀을 두지 않고 외부로펌에 모든 법률문

제를 맡기는 대기업들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증가하면서, 사내 법무 조직도

대형화되었다. 또 이 시기에는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내부 법무조직에 대한 인

식도 변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회사의 다른 조직들이 사내변호사를

특별한 조직 내지 부서로 인식하거나, 내부 법무조직을 후방지원부서로 취급하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서 법무부서는 회계나 인사부서와

같은 회사 내 필수 부서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에서 엔론(Enron)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내변호사 및 내부 법무부서

의 역할에 변화가 오게 된다. 엔론 사태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사베인-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은 변호사들의 사내 준법통제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였

고(제307조), 그에 따라 사내변호사들은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회사의 부정행위

에 대한 문지기 역할(gatekeeper role)을 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이로써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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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인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뿐만 아니라 공중(public)에 대

한 충실의무까지도 부담하게 된 것이다.”

2. 예방적 준법기능 확대에 관한 선행연구

공기업을 포함하여 현대 기업에서는 적지 않게 대규모 부정 사건이 발

생하고 있고 이는 국가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 이

와 관련하여 김강수(201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내부통제 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 본 후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즉 김

강수(2012)는 회사의 활동과 조직이 대형화․글로벌화 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와 규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바, 회사의 조직과 역량은 이에 선

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는 동

과제의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한편 신석훈(2011)은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제도 및 위험관리의 관

계에 대하여 ‘준법지원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고 내부통제제도

는 ‘회사지배구조’의 일부분이라고 한다.

김강수(2012)는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 준법지원제도의 중요성과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준법지원제도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서 기업과 그 종사자가 규정․정책․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적․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이고 준법지원제도의 의의는 기

업의 전사적 위험관리(ERM)에까지 이르렀다.33)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로 구성된 종전의 회사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현대의 복잡

한 사업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예기치 못한

32) 2008년의 금융위기는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의 실패에서 기인하였고 2013년에 밝혀진 한국수력

원자력의 납품 비리는 전력수급의 차질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33) 신석훈(2011)에 따르면 ERM의 목적은 전략, 운용, 재무보고, 준법 등이고 준법지원인 제도는

네 번째 목적인 법적위험(legal risk) 회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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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경영판단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

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신석훈, 2011: 5).34)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대

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적통제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

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된 준법통제시스템을

통하여 법적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강수, 2012: 312).35)

3. 사내변호사의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다. 이

에 따라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만도 약 2천여 명에 달하고 되었는

데 정작 변호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 대부분의 변호사가 자격 취득

후에도 자리를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36) 오정면(2010), 이

용구(2011)는 ①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을 제도화함으로써

34) 준법지원제도의 기본구조는 윤리규정(ethicscode)의 채택, 자율점검(self-audit) 메커니즘의 설

치, 준법지원인의 임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초부터 준법경영이 강조되면

서 다양한 형식으로 개별회사들이 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1991년

미연방양형지침(Organizational Sentencing Guidelines)에서 회사조직 내부에서의 준법기능을 확산

시키고자 행동규정(codes of behavior)의 공표, 연수 프로그램(training program)의 설계, 준법지원

인(compliance personnel) 임명, 준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장치 구비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준법 프로그램을 잘 갖춘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해 주고 있다(김강수, 2012).

35) 그밖에도 가정준(2011), 곽관훈(2011), 권성연(2011), 권종호(2011), 김병우(2012), 김지현(2011),

박노일(2012), 박성용(2012), 윤승규(2013), 윤종행(2011), 이건필(2012), 최준선(2011) 등이 준법지원

제도의 도입을 전후하여 준법지원제도와 내부통제 및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아

울러 이명곤외(2005)은 중소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이다.

36) 제시된 논문 이외에도 김정연(2011), 배기석(2008), 오승종(1999) 등이 사내변호사의 윤리, 책임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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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과 신규법조인의 직역창출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 ②법조

일원화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경력이 적은 신규법조인의 공직임용을 활성

화 하는 방안, ③기업 차원에서 상장기업 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

지원인을 상시화 하도록 하여 준법경영 및 신규법조인의 활용 범위를 확

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종상(2008)은 국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하는

대내외적인 위험의 증가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중요

시 될 것을 전제로 사내변호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

하면 ①기업 입장에서 종전 사내변호사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

꾸어서 사내변호사를 둠으로써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제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 ②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내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할 것 등이다.

4. 시사점 및 한계

최근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제도의 시행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

조되는 등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준법경영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의 법무부서의 기능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

서 준법지원제도나 위험관리, 내부통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선행연구는 향후 사내법무부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내변호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라 상대

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변호사를 확보하기 쉬운 환경이 도래하였음

을 확인하고 사전 예방적 법무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사내변호사가 담

당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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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방적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 실태의 파악이 선행되

어야 하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

한 연구나 자료는 부재하거나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자

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무부서 운영실태, 특히 공

공기관의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내변호사는 조직의 법무기능에 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외부 자문 네트

워크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사

내변호사가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내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나

고 그 중요성이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인 조사 자료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에 한

정되기는 하나 사내변호사의 고용형태, 조직에서의 역할 및 지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사내변호사 운영에 있

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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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사결과 및 분석

제 1 절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운영 현황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117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홈페

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기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크게

법무 조직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조직에서 법무업무를 전담하는 유형과

법무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면서 기획, 감사 등의 다른 조직에서

일정 인원이 법무 업무를 처리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총괄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7개 기관 중 69퍼센트에 달하는 81

개 기관이 법무 조직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법무조직을 두고 있는 기

관은 31퍼센트로서 36개 기관이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①공기업의 경우 전체 30개 기관 중 57퍼센

트에 달하는 17개 기관이 법무 조직을 두지 않고 있고, 나머지 43퍼센트

인 13개 기관은 법무 조직을 두고 있었다. ②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

보다는 더 많은 74퍼센트 즉 87개 중 64개의 기관이 법무 조직을 두지

않고 있으며, 26퍼센트 즉 87개 중 23개의 기관이 법무 조직을 두고 있

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기업 중 ①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에는 각각 64퍼센트(14개 중 9개)와 36퍼센트(14개 중 5개)의 비율로 법

무부서를 두지 않은 기관이 더 많았으며, ②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대 50퍼센트(16개 중 8개)로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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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법무부서 현황(비율, %)

합계
무 유

공기업 17(57) 13(43) 30

시장형 8(64) 8(36) 14

준시장형 8(50) 8(50) 16

준정부기관 65(75) 22(25) 87

기금관리형 9(53) 8(47) 17

위탁집행형 55(79) 15(21) 70

계 82(69) 35(31) 117

한편, 준정부기관 기관 중 ①기금관리형의 경우 공기업과 유사한 53 :

47의 수준을 보였고(전체 17개 기관 중 9개가 법무조직을 두지 않고 있

고, 8개 기관이 두고 있음), ②위탁집행형의 경우에는 전체의 79퍼센트

(70곳 중 55개 기관)가 법무조직을 두지 않고 21퍼센트(70곳 중 15개 기

관)만이 법무 조직을 두고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

다37).

[표 4] 공공기관의 사내법무 조직 현황(종합)

제 2 절 법무업무 처리 유형

공공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수시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법무업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당연히 법무조직을 두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법무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곳이 더 많

37) 주무부처, 공공기관 유형 및 각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따른 법무조직 설치 여부와

구성인원, 법무부서를 두지 않은 경우 어떤 기관 내 조직에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지 여

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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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위에서 알 수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117개 공공기관을 정

식 법무조직 유무와 사내변호사 유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유

형으로 나누었다.

ㅇ 유형 1 : 법무조직과 사내변호사를 모두 두지 않은 경우

ㅇ 유형 2 : 법무조직은 없으나 사내변호사는 두고 있는 경우

ㅇ 유형 3 : 법무조직을 두고 있으나 사내변호사는 두지 않은 경우

ㅇ 유형 4 : 법무조직과 사내변호사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38)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곳은 교통안전공단 등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유형은 기획조정실이나 감사실 등 특정부서에서 1인 또는 2인의 직원이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적은 인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문도 직접적으로 행하기보다는 현업 부서와

자문변호사의 연계역할만을 담당하는 유형이다.39)

두 번째 유형은 사내변호사를 두고 사내변호사가 간단한 소송과 대부

분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대부분 사내변호사 1인 또는

사내변호사와 직원 1～2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소

38) 소송 등의 분쟁처리, 법률자문, 관련법령 제개정 참여 등 전통적인 법무업무를 처리하는 조직

이외에도 준법감시ㆍ준법지원이나 리스크관리 등 사전적으로 법률적 위험 등을 통제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안전행정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공무

원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그 예

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연금 등을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조직을 두고 있는바 일반적인 양태라 할 수 없어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

하지 않고 전통적인 법무업무를 하는 조직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39) 업무별 처리 과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유

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유형에는 교육부 산하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곤단,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국제방

송교육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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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자문을 사내변호사가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외부 소송대리인이나

자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남부발전, 도로교통공단, 대한지

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법무조직은 두고 있으나 사내변호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인데, 이 유형에는 농어촌공사40),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다. 이 유형의 경우 법무부서 직원이 간단한 소송이나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소송이나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

제되는 자문의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나 외부법무법인에 의존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법무조직을 두고 있으면서 그 내부에 사내변호사도

두고 있는 경우인데,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무원연금

공단, 한국마사회, 신용보증기금41),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다. 이 유형에서는 대부분의 소송과 자문을 법무부서와 사내변호

사가 담당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외부에 의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의 법무업무 처리 유형을 내부 직제상의 정규조

직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그 개수 그리고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는지 여

부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몇몇 사례들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법무부서의 구성․부

서장 및 부서의 지위, 법무업무별 처리 실태, 내․외부 법률네트워크 관

계와 법무업무 처리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40) 농어촌공사의 경우 조사 당시(2014. 3.)에 사내변호사를 1인 채용하여 제3유형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하여 고민되었으나, 현재까지 변호사를 두지 않고 법무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제3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41)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법무부서의 명칭을 채권관리부로 하고 있다. 이

는 주된 업무가 신용 공여에 대한 보증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또한 사내

변호사 3명을 두고 있으면서도 고문변호사 4명, 소송위임변호사 136명 정도와 별도의 위임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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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제1유형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법무담당직원

법무담당직원

제2유형
한국남부발전(주)

도로교통공단

사내변호사

법무담당직원

제3유형 농어촌공사 법무부서 직원 5명

제4유형

①한국관광공사

②한국수력원자력(주)

③한국수자원공사

④한국철도공사

⑤한국가스공사

⑥한국도로공사

⑦공무원연금공단

법무팀장(변호사)

법무부서 직원

법무부서 직원

법무부서 직원

법무부서 직원

법무부서 직원

법무부서 직원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공공기관을 살펴보는 것도 전수조사라

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는 하겠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 공공기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별로 몇몇 기관을 선택하여 법무담당자, 법무부서

직원 및 사내변호사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법무업무 처리 실태,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기로 한다.

[표 5] 유형별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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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형별 사례 조사 결과

1.1. 유형 1의 사례 ① : 교통안전공단

법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사내변호사도 두고 있지 않은 유형 1의

사례로 먼저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공단”이라 한다)을 조사하였다. 조

사 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법무담당 현황, 법무업무 유형별 업무내용ㆍ

처리절차, 내․외부 네트워크, 법무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다.42)

(1) 일반현황43)

교통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며(제2

조), 공운법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된 업무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

국 기술의 도입44) 등이다(같은 법 제6조). 구체적으로는 자동차검사, 철

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교통관련 면허 관리 및 시험제도 운영, 자

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운수업체 교통안전 진단, 자동차 성능 시험 연

구, 및 안전운전 체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본부 조직은 6개의 본부와 1개의 연구원, 지역 조직은 6개의

지역본부와 8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그밖에 각 지역본부 소속으로 58개

의 자동차 검사소를 두고 있다. 전체 임직원 정원은 2014년 3월 현재

1,204명이며, 자산은 2012년 결산기준으로 약 2,827억 원 정도이다.

42) 조사내용은 다른 유형에 대하여도 같다. 세부 조사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43) 일반현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자료를 참조하였다.

44) 다만, 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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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업무 처리 실태

(가) 법무담당 현황

교통공단은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기획조정본부 산하 경영기

획실에 소송관리(주로 변호사에 의뢰를 매개하는 역할), 행정심판업무 처

리, 법률자문관리(자문변호사와 연계역할 위주) 및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주요 사업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연계하는 역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을 두고 있으며, 사내변호사는 두고 있지 아니

하다. 동 직원은 약 20년간 교통공단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률전공자는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공단에는 법무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담당자는 법무부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무부서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총액인건비 제한 등

예산상의 제약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5)

(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교통공단에는 소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연간 평균 약 10여 건

내외의 소송과 행정심판 등이 발생ㆍ처리되고 있다. 2014년 2월 28일 현

재 계류 중인 소송은 13건으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 자동

차 검사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46) 교통공단에서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소송사례는 공단법에서 정하고 있던 교통안전분담

45)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다른 기관도 같은 이유로 생각된다.

46)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노동관련 사건이 8건(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2011

년 인사비리에 따른 다수 직원에 대한 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가액은 3억 원 정

도), 손해배상 소송은 3건(소송가액은 9억원), 처분취소 사건이 1건, 기타 1건으로 총 13

건에 소송가액은 12억2천5백 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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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헌재 1999. 1. 28. 97헌가8)47), 1997년 경제

위기 후 본사를 이전하면서 종전 본사 부지를 매수한 매수인으로부터 제

기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소송48), 자동차검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제기된 영업정지가처분 사건 등이 있었으며, 최근

에는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49)

교통공단은 소송업무 처리규정을 두고 소송 등 분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업 부서의 장이 소송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거나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사건경위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업

무 주관부서에 제소 또는 응소의뢰를 하면 주관부서가 제소나 응소의뢰

를 한다.50) 소송의 대리는 변호사가 한다.51) 변호사의 모집은 공단홈페이

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하는데, 공개모집 인원이 2명이 되지 않아 선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임한다. 직원이 직

접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직원이 처리한다. 현업부서에

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을 소송보조자로 두어야 하는데 소송보조자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

의 조사․수집․작성 및 제출,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

47)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1999. 12. 28. 법률 제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건 헌법재판소

의 판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는 대법원에서 마무리 된 바 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12716 판결).

48) 공단은 이 소송을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마무리 지었다.

49) 공단은 2011년 승진, 전보 등의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많은 직원을 파

면 등의 인사조치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부당해고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청렴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50) 다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1) 다만, 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 손실보상 관련 소송 기타 난이도 및 중요도를 감안

하여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직원을 소송대리인

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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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요청부서

……………ㆍ법률자문 의뢰 문서요청

경영기획실

……………ㆍ관련내용 검토 후 법률자문 의뢰

고문 변호사

……………ㆍ자문결과 회신

경영기획실

……………ㆍ자문결과 문서 통보

법률자문 요청부서

의 재산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52)

(다) 법률자문

법률자문 절차는 먼저, 소관부서의 장이 법무 주관부서에 문서로 법률

자문의뢰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문서로 결과를 통

보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실적을 자문일지에 기록․유지토록 하고

있다.53)

[그림 1] 교통공단의 법률자문 처리절차

연간 의뢰되는 법률자문 건수는 100건 정도이며 그 모두를 자문변호사

가 처리한다. 자문 의뢰에서 답변을 받기까지는 3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

이 소요된다. 한편, 특정부서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

지 의뢰한 10건에 대하여 법률자문 의뢰에서부터 회신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평균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의 경우 평균 3.3일 정도가, 다른 한

52) 그러나 소송보조자의 업무에 채무자의 재산파악과 같은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소관부서 직원의 본연의 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

무자의 재산발견은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집행관조차도 어려운 일

이기 때문이다. 현업부서는 또한 소송이 종결 처리된 경우 채권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업무부담이나 전문성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 그러나 실제로 법무업무 담당 부서는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소관부서의 자문요청을 자문변호사

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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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의뢰 회신일자(소요일수)

1 000 협약 ’12. 5. 23. 5. 29. (6일) - A법무법인

2 XXX 협약 ’12. 7. 9.
7. 12. (3일) - A법무법인

7. 27.(18일) - B법무법인

3 XXX 협약(2차) ’12. 8. 20. 8. 22.(2일) - A법무법인

4 XXX 협약(3차) ’12. 10. 18. 10. 23.(5일) - A법무법인

5 XXX 협약-부속서 ’13. 1. 14. 1. 15.(1일) - A법무법인

6 000 건 ’13. 3. 19. 3. 21.(2일) - A법무법인

7 000 수수료 관련 ’13. 3. 21. 3. 26.(5일) - A법무법인

8 000 수수료 관련(2차) ’13. 4. 10.
4. 10.(1일) - A법무법인

4. 16.(6일) - B법무법인

9 △△△ 협약서 ’14. 1. 7.
1. 14.(7일) - A법무법인

1. 17.(10일) - B법무법인

10 00증명서 사용 관련 ’14. 2. 26. 2. 27.(1일) - A법무법인

곳은 평균 11.3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6] 교통공단 법률자문 소요기간 실제사례 조사표(OO부서)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교통공단과 관련되는 법령에는 설립 근거법령인 「교통안전공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있고 주요사업과 관련한 「교통안전법」과 그 하위

법령, 「자동차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등을 들 수 있다. 공단은 관련법

령이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는 관계기관협의나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법령의 최

초 입안 과정이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

부를 지원함으로써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는 먼

저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부처에서 법령안을 입안하여 관계부처나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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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공단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면, 법무담당 직원이 해당 문서를 취합하여 소관 부서에 의견을 요

청한다. 업무 소관 부서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정리하여 법무담

당 부서 및 직원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

무담당 부서나 직원은 특별한 간여 없이 의견제출 중간 경로로서의 역할

만을 담당한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교통공단은 사내변호사가 없고 법무담당 전문인력이 1인에 불과하

며 법무담당 조직이 없어서 내부 법률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외부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률자

문을 받고 있다. 법률자문의 위촉은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중에서 홈페

이지, 대한변호사협회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공개모집 인원이 2

명이 되지 않아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추천을 의

뢰하여 선임하기도 한다. 법률고문 위촉은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평가

위원회는 후보자 중 2배수를 선정하여 최고경영자에게 결재를 올리고 최

종적으로는 이사장이 법률고문을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소송 주관부서 담

당본부장이 선정하나 그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54)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재위촉 될 수 있다. 다만, 매년 말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문변호사는 2명이 선임되어 있는

데, 한 명은 민사와 관련한 자문을, 다른 한 명은 형사와 관련한 자문을 하

고 있다.

54) 종전에는 없던 사항으로서 고문변호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2013년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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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교통공단은 법무부서를 두지 않고 있고 담당자도 1명에 그쳐 주요

정책결정사항의 법률적 검토나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검

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소송 등의 분쟁의 처리와 관련

하여서는 분쟁이 종료된 후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

점으로 들 수 있다. 가령, 교통안전분담금에 대한 헌법소송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교통안전공단법이 포괄적 위임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

였으므로, 해당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교통

안전사업의 주요재원이 되는 교통안전분담금을 계속하여 징수할 수도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공단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무전담부서나 전문인력 없이 당해 소송 건에 대하여 외부변호사에만

의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55)

또한, 소송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없어 비용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무분별하게 의뢰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의뢰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이 있다. 나아가 소송을 처리하는 자문변호사 등의 입장에서도 사업부서

와 직접 접촉하게 됨으로써 법률적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어려

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는 사내변호사나 법률을 전공한 인력을

충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

소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두거나 법률을 전공한 2인 이상의

직원이 법무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법무업무 처리의 질과 신속성을 높여

55) 공단은 교통안전예방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의

원입법을 통해 개정, 책임보험료 등을 교통사고예방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였다(2013. 8.

6. 일부개정 법률 제12021호의 제2조제8호, 제30조의2 및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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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자문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담당 인원부족 등의 문제로 법

무주관부서는 그저 통과과정에 지나지 않다는 점, 그에 따라 법률적 쟁점

이 걸러져서 자문변호사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간단한 자문의 경우에도 문서로 공식적으로 법무담당 부서에 의뢰

를 해야 하고, 법무담당 부서는 다시 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아래 다른 유형의 사례

에서 보겠지만 법무부서나 내부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사안

의 경우에는 몇 시간 만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문변호사를 두 곳 두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에

서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한 격차가 있어 현업 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2곳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답변에 소요되는 시간이 확연

히 차이가 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법무주관부서에서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사안 유형별로 회신 소요

기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1.2. 유형 1의 사례 ② : 한국환경공단

유형 1의 두 번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내용은

교통공단의 경우와 같다.56)

56)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환경공단의 법무 담당 직원이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

과하여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답변이 있기는 하였으나 법무부서가 별

도로 없고 법무담당 직원이 이 직원뿐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무릅쓰고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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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57)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여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조직은

본부의 경우 이사장, 감사실, 5개의 본부, 2개의 이사장 직속 센터로 구

성되어 있다. 지역의 경우 국내에 6개의 지역본부를, 국외에는 중국, 베

트남 및 개성 등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임직원은 2014년 3월 31일

현재 정원 1,941명, 현원 1,870명이다. 2013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은 약 1조700억 원 정도이다.

(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환경공단은 법무부서나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다. 교통공단과

같이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처에 기획조정팀을 두고 있으며 그 부서에

법무담당 직원을 두고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58) 법무 업무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주로 송무 업무, 관련법령 제ㆍ개정, 사규의 개정

및 관리 등이다.

57) 일반현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58) 응답자는 법무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답하면서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을 들고 있으나 질

문의 의미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듯하다. 설문은 정규조직으로서 법무실, 법무팀 등을 의미한 것이

었으나 답변의 전체 취지를 보건대 법무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고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에

서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한 듯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응답결과

를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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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뢰 요청 위촉기관 선정 및 의뢰 답변서 수령

의뢰부서 →

법률고문및소송업무

총괄부서

법률고문및소송업무

총괄부서→ 법률고문

변호사

법률고문

변호사

→

의뢰부서,

법률고문및

소송

업무총괄부서

자문 신청서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
(FAX / e-mail) (FAX / e-mail)

(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소송은 최근 4년 간 연

간 약 12건 정도로서 적게 발생하는 편이다. 분쟁업무는 주로 외부변호

사나 외부법무법인 등 외부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다. 간혹 외부에 의

뢰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다) 법률자문

환경공단은 공단 사업 수행 근거 법률의 해석이나 각종 입찰참가자

격제한 제재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 유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

고 있는데, 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161건이다. 자문은 모두 외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처리한다.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5∼7일이

소요되고 있다. 자문이 처리되는 절차는 크게 자문의뢰요청, 위촉기관 선

정 및 의뢰, 답변서 수령 등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그림 2).

[그림 2] 환경공단의 법률자문 처리절차

(라) 관련법령 제ㆍ개정 참여

환경공단은 설립근거법령인 「한국환경공단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등과 같은 기후대기와 관련한 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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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에 관한 법령 등 물환경과 관련한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령 등 자원순환에 관한 법령 및 그밖에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한 법령 등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해당 법령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있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있어서 의견은 법무담당 직원의

상시 모니터링,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제출하

게 된다. 의견 제출 업무는 법무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환경공단은 이사장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 등 중요 의사결정 사

항에 대하여 사업부서 등이 법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

고 있지는 않다. 외부적으로 1년 이상 자문계약을 하는 외부법률자문 기

구를 두고 있다. 사업부서에서 자문이 의뢰된 모든 건에 대하여 외부에

자문을 받고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환경공단은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고 법무담당자가 법률전공자도

아니며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업무

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답자는 이에 대하여 사내변호사 채용

과 법무팀의 신설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1. 유형 2의 사례 ① : 한국남부발전(주)

법무조직을 두지는 않으나 사내변호사는 유형 2의 첫 번째 사례로 한

국남부발전(주)(이하 “남부발전”)을 살펴본다. 조사한 내용은 위와 같다.



- 53 -

(1) 일반현황59)

남부발전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과 그에 관련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그와 관련된 투자 또는 출연 및 부대사업”

등이다(남부발전 정관 제2조). 구체적으로는 하동화력를 비롯한 6개 사

업소에서 9,240MW의 발전설비를 보유ㆍ운영하고 있으며 삼척 및 안동

에서 발전설비를 건설 중에 있다. 남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

처로 하는 시장형공기업이다. 조직은 본부에는 2실, 2본부 4처 2팀을 두

고 있으며, 지역에는 6개 사업소를 두고 있다. 전체 인원은 2013년 말 현

재 정규직 기준으로 1,947명이 재직하고 있다. 자산은 2013년 말 기준 약

7조3,602억 원이다.

(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담당 현황

남부발전은 법무부서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별도 조직을

둘 정도로 법무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고 공기업으로서 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관리본부 경영전략처

재무관리팀 내에 사내변호사를 1명 두어 소송, 법률자문 등의 법무업무

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담당 직원은 국내변호사로서 근무연수 2

년 정도 지난 정규직 직원이다. 아래 내용은 이 변호사에 대한 대면 인

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59) 일반현황은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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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이나 민원제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송을 기

준으로 했을 때 연간 10여 건 정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60) 소송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나, 그 이상의 소송의 경우에

는 외부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외부변호사나 법

무법인에 의뢰하는 경우 직무전념 도모 등의 목적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외부 법률자문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특이

한 점이라 할 수 있다(법무업무처리지침 제23조제2항 후문). 분쟁을 내

부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업무 담당 부서 직원이 아닌 사내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있다. 분쟁의 내용은 주로 수용과 관련한 보상이나 손해

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주를 이룬다. 남부발전은 사규, 소송 등의 처리와

관련한 업무처리지침(법무업무처리지침)을 두고 있는데, 소송의 제기, 응

소 및 상소 등과 관련하여 업무관련 부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무업무 담당부서가 하도록 하고 있다(동 지침 제14조제1

항, 제15조제1항).

(다) 법률자문

남부발전은 이사회, 계약 관련 분쟁해결이나 감사원 지적 관련 사항

등 기업법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연간 처리되는 법률

자문 건수는 약 100여건에 달하며, 주로(약 70%) 사내변호사가 처리하고

있다. 30% 정도는 외부변호사나 외부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

다. 특이한 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내변호사가 현장에서 법률자

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인데,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주주총회, 해외사업

의 입찰·협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계약관련규정

과 다른 조건 또는 외국법률에 기초한 계약 체결 등의 경우 사내변호사

60) 민원의 경우에는 그 수의 집계가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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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반드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법무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3항

참조).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내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1건

에 3일 내지 4일의 시간이, 외부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률자문이 처리되는 절차는 업

무 담당부서에서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자문을 의뢰하면, 법무담당 부서

에서 직접 회신이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회신을 하고, 외부에 의뢰하는

사항은 법무담당 부서에서 의뢰하여 답변을 수신하여 내용을 정리한 후

의뢰부서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남부발전은 법무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업무담당 부서에서 직접

관련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즉, 업무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의견제출에 관한 요청을 받고, 의견을 작

성하여 관련부처에 직접 제출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내변호사에

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남부발전은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어서인지 고정적인 계약 등을 통

한 외부 법률자문 네트워크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다른 사례와 비

교하면 특이하다. 다만, 사내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이 필요

한 경우에는 건별로 일회적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다. 한편, 내부 법률 네

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중요 의사결정 사항이더라도 반드시 사내변호사

나 법무담당 부서의 협조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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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남부발전의 법무업무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원부족이다.

인원이 부족하여 모든 법률적 리스크를 감시하거나 예방하지 못하고 있

다. 사내변호사 1인이 소송, 법률자문 등 제반 법무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아무리 법무업무가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업무가 과중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내변호사가 법률자문 처리하는 데에도 3-4일

이 소요되는데 이는 유형 1에서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3.3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인원부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당연히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어

서 충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내에서 법률을 전공한 사람을 법무업무

에 보완 배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법률

적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서를 두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사내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3～4일이 소요되

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업부서에서 법률자문을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

하기 위해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자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부발전은 이를 막기 위해 법무업무처리지침에 법률자문을 책임회피 수

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사내변호사에게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반

려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2.2. 유형 2의 사례 ② : 도로교통공단

유형 2의 두 번째 사례로 도로교통공단을 살펴본다. 조사내용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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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61)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제고, 도로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 예방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설립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120조), 경찰청이 주무부처인 위

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주요사업은 교통신호체계 설

계·감리·기술운영 및 연동화 등의 안전기술지원사업, 운전자 교육 등의

교통안전교육사업, 교통안전홍보사업, 교통방송사업 및 운전면허관리사업

등이다. 조직은 본부에는 이사장 예하의 4본부, 2실, 1연구원 및 하위조

직인 36개의 처(실, 센터) 등이 있으며, 지역에는 13개의 지부와 지방교

통방송본부 및 각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원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1,785명이며, 자산은 2,484억 원 정도이다.

(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담당 현황

도로교통공단은 공식적인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경영기

획실 경영기획처 내에 비공식 조직으로 법무팀을 두고 있으며 사내변호

사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변호사

는 1～2년의 단기계약직을 팀장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구성원 3명 모두

법률전공자이다.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별도 조직을 둘 만

큼 법무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담당직원은 소송 등의

분쟁처리, 법률자문, 외부법률고문 운영 및 각종 규정 제ㆍ개정 등의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61) 일반현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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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된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이나 채권청구 소송이다. 소송은 연간 10여 건 정도가 발생하며 지

급명령 신청 등 간단한 소송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나 직접

처리하는 수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외부법무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분쟁을 내부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이때 법무담당 직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다) 법률자문

도로교통공단 법무담당은 각종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내부법률자문은 연간 약

100여건, 외부법률자문은 1년에 약 20～30건 정도에 달한다. 법률자문 건

은 내부의 경우는 사내변호사가 담당하고 외부법률자문의 경우에는 법률

고문이 수행한다.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간단

한 사안은 실시간으로 답하고 다소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며칠이 걸리

기도 한다. 한편, 외부 법률자문의 경우 약 1주일이 소요된다. 자문이 처

리되는 절차는 우선 내부자문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내변호사

가 전화 상담이나 구두 답변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외부법률자문의

경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경영기획처를 경유하여 외부법률고문에 질의하

고, 경영기획처가 회신을 받으면 질의 부서에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도로교통공단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령과 공운법령 등이

있으며, 이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은 법무담당 직원이 입법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다가 제ㆍ개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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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직접 제출하고 있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내부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 의사결정사항이

더라도 반드시 사내변호사나 법무담당의 협조를 거칠 필요는 없다.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의 고정적인 계약을 통한 외부고문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외부자문을 받는 사항은 내부 검토 후에도

추가적으로 외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로교통공단에서 법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동안 법적 분쟁이 많지 않아서인지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법적 문

제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사업

부서에 대하여 법무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무업무 처리 미흡으

로 인한 손해 발생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 유형 3의 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법무조직을 두고는 있으나 따로 사내변호사는 두고 있지 않은 유형 3

의 사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를 살펴본다. 농어촌 공사

의 법무부서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사는 법무부서 직원 6명 중 5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시행하였다.62) 조사 사항은 위와 같다.

62)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근무 연수 20년 이상의 중간간부, 근무 연수 11년의 중견직원 및 근무

연수 1, 2년의 사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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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63)

농어촌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

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

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농어촌공사 정관 제1조) 농림식품축산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다. 농어촌공사의 주요업무는 농어촌정비사

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영농규모의 적정화 및 농지이용효율성

증대 등이다. 조직은 본부에는 5본부 18처(실)를 두고 있으며, 지역은 농

어촌연구원 등 4원, 9지역본부 93개 지사 및 새만금 등 7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원은 2013년 말 현재 정규직 기준으로 4,941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자산은 2012년 말 기준 약 8조 3,465억 원이다.

(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농어촌공사는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에 “법무부”라는 명칭으로

법무부서를 두고 있다. 법무부 내에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

고 있으며 그 중 4명이 법률전공자이다.64) 법무부서의 장은 인사, 조직

등의 다른 부서장과 동급 수준인 “부장”이며,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단계인 기획조정

실장을 통해서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법무부서는

소송 등 분쟁처리, 법률 자문, 관련법령 제ㆍ개정 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63) 일반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64) 사내변호사는 인터뷰를 진행하던 2014년 3월 당시 채용계약을 완료하였는데, 계약기간 1～2년

의 단기계약으로 1명을 채용하였다. 다만, 인터뷰 시에는 변호사가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유

형 3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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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의 형태로 제기된다. 소송은 연간 460여건이 발생

처리되고 있으며, 주로 내부직원과 고문변호사가 수행한다. 그 비율은 내

부직원이 50%, 고문변호사가 45% 그 밖의 변호사가 5% 정도의 비율로

수행한다. 내부직원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로 사건 관련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며 법무부서는 지원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다) 법률자문

농어촌공사는 주요사업과 관련한 사항에서 다양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그 양은 연간 약 120여건에 달하며 대부분은 외부 자문변호사가

처리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의 처리비율은 20 : 80 정도이다. 법률자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무부서 직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이, 외부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1 ～ 2 주가 걸린다고 한다.65) 법

률자문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자문의뢰를 하면, 법무부서는 내용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처리한다.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지법령 등 약 20여 종의 관련법령에 대하여 법무부서와 업무담당부

서의 직원이 그 제ㆍ개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거나 관련 정부부처로

부터 의견조회를 받으면 의견을 제출한다. 의견은 업무담당부서의 의견

을 조회하여 법무부서가 주도적으로 제출한다.

65)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외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절차를 밟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고, 자문 내용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62 -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농어촌공사는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법무부서의 의견

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1년 이상의 계약에 의한 고정적인

외부 법률자문 네트워크는 갖추고 있다.66)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사항은

업무부서에서 의뢰되는 거의 모든 사항이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농어촌공사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6명의 구성원으로 된 법무부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 법률자문을 받

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자문에 1～2 주의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의사결

정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무부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신뢰여부는 법무부서 직원의 역

량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격증 유무에 많이 좌우된다. 농어촌공사는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1명 채용한바,

이로써 외부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67)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부서에서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

항에 대해서까지 자문을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무부서

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와 향후 채용된 사

내변호사를 활용하여 굳이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66)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약 34곳의 외부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67) 다만, 사내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래 유형 4의 도로공사 법무부서 운영이 문제

점과 같이 법무부서 직원에 소외감을 심어주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단기계약

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변호사의 이직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법률자문 처리 노하우가 농

어촌공사의 것으로 축적되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신규 사내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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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를 반려하기도 하고, 내용을 재정리토록 하여 수정⦁의뢰토록 함

으로써 해소하고 있다.

덧붙여 법무부서도 일반부서와 같이 일정기간마다 보직이 순환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서는 전문성이 극히

요구되는 부서이므로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전문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서에 대한 다른

부서 또는 직원의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무부서의 특수성을 알

지 못하고 법무부서를 한직(閒職)이라 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부서로 인

식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4.1. 유형 4의 사례 ① : 한국관광공사

법무조직을 두고 있으며 사내변호사도 함께 두고 있는 유형 4의 첫

번째 사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이다. 조사사항은 위와 같으

며, 답변자는 사내변호사로서 법무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일반현황68)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

광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공기관이다.

조직은 이사회, 이사장, 감사 등의 내부지배구조 아래에 세 개의 직

속실과 4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원은 2014년 1/4분기 현재

630여명에 이르며, 자산은 2013년 반기 결산 기준으로 약 1조 4,174억 원

에 달한다.

68) 일반현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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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관광공사는 경영본부 직속으로 법무팀을 두고 있다. 법무팀에는 팀

장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1명은 사내변호사이고 법률

전공자는 전체 3명 중 2명이다. 법무팀장은 대외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

있으며 사내변호사를 겸하고 있는데, 고용형태는 2년 단위의 단기계약이

다. 그 지위는 개방형 직위이므로 다른 부서장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

나 급여나 권한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팀장의 사내 지위와 관련하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장의 결재를 받지는 않으나 부사장인 경영본부장

만 거치면 곧바로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인사, 기획 등의 부

서장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이사회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아니하나 법무

의견이 필요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직전 상임이사 및 본부장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서의 업무는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계약서 검토 등의 법률자문과 소송관리 등이 주를 이룬다.

(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소송은 연간 약 12 ～

15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외부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그 외에

공정위, 노동청 등에서 발생하는 소송 이외의 분쟁사건은 주로 사내변호

사인 법무팀장이 처리하고 있다. 분쟁업무를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

으나, 이 경우에는 법무팀과 해당 업무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거의 수집이나 기일 참석 등의 업무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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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서 처리한다.

(다) 법률자문

관광공사 법무팀은 계약서 검토나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는데, 그 양은 연간 약 600여

건69) 정도이다. 법률자문의 처리는 주로 법무팀에서 처리하고 외부법무

법인에는 일정 부분만 의뢰하는 편인데 그 비율은 70 : 30 정도로 내부

법무팀의 처리 비율이 훨씬 높다.

법률자문이 처리되는 절차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내부법

률자문으로 처리되는 계약검토의 경우에는 의뢰부서에서 사내업무지원

시스템(EP)에 의뢰 건을 등재하면 법무팀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처리한

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 ～ 4시간 정도이다. 한편, 외부의뢰건

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품의를 하여 법무팀에 의뢰를 하면, 법무팀

이 의뢰할 변호사와 비용 등을 정하여 외부 로펌 의뢰에 대한 별도 품의

를 거쳐 의뢰하게 되고 회신을 받으면 의견을 정리하여 의뢰 부서에 통

보한다.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관광공사는 관광기금관련법령, 관광진흥법령 등이 주요 관련법령이

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은 관련부서와 법무팀이

협의하여 제출하는데,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가 있으면 해당 업무 주무부

서에서 법무팀에 의견을 묻고 법무팀에서 해당 주무부서에 의견을 제시

하면 최종적인 의견 제출은 해당 업무 주무부서에서 관계부처에 제출하

도록 하고 있다.

69) 2013년 1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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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관광공사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팀장이 경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그 경

우 경영위원들이 법무팀 의견을 참조하여 경영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외부법률자문 기관을 두고 있으며 주로 소송을 의뢰하나, 법률자문을 의

뢰하는 경우는 공사의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고 법무팀이 판단한 경우이

다. 외부법률자문의 경우에는 내부 법률자문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설명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관광공사는 제도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법무팀의 자문을 구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문업무가 많다는 점 이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

고 한다. 다만, 업무부서가 자문의 의미를 자신들이 절차를 거쳤다는 등

의 면책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자문을 하는 과정

에서 업무담당 부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방향으

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법률자문의 필요성과 제도의 취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4.2. 유형 4의 사례 ② : 한국도로공사

유형 4의 두 번째 사례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이다. 도로공

사에 대해서도 조사 사항은 위와 같다.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은 도로공

사에 17년 이상 근무한 법무팀의 중견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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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70)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부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개발사업

및 관련업무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조직은 본부에는 5본부 6실 18처를 두고 있고, 7개의 지역본부와 45

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그밖에도 도로교통연구원, 통행료통합정산센터,

교통센터 및 건설사업단 등을 두고 있다. 전체 인원은 2013년 현재 4,140

여명에 이르며, 자산은 2013년 반기 결산 기준으로 약 53조 3,720억 원에

달한다.

(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도로공사는 경영본부 총무처 소속으로 법무팀을 두고 있다. 법무팀

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변호사는 3명

이다. 법무팀 구성원 전체 10명 중 7명이 법률 전공자이다. 사내변호사는

2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무팀의 부서장은 인사, 조직 등의

부서장과 비교하여 동등한 직위이거나 하위 직위이다. 법무팀장은 이사

장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 단계를 거쳐 결재를 받고

있다. 법무팀장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이사회 부

의사항에 대하여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 법무팀의 주요업무는 소송, 법률

자문, 관련법령 제ㆍ개정 참여, 내부 규정 제ㆍ개정 및 등기 등의 업무이다.

70) 일반현황은 도로공사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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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며, 연간 약 300여건이 발생하고

처리된다고 한다. 분쟁의 처리는 외부법무법인에 의뢰하는 비율이 70%,

내부직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30% 정도이다. 내부직원이 소송을 수행하

는 경우에는 법무팀이 아닌 업무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 법률자문

도로공사 법무팀은 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공사 법무팀은 연간 500～600건의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80%)은 사내변호사가 처리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외부에 의뢰

하고 있다. 법률자문이 처리되는 절차는 다른 유형이나 기관과 같이 사

업부서의 의뢰가 있으면 법무팀에서 이를 사내변호사에게 배부하거나 외

부법무법인 등에 의뢰한 후, 법무팀이 회신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뢰부서

에 통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건의 법률자문에는 사내변호사가 처

리하는 경우에는 약 10일이,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5일이 소요

된다. 다른 기관에서 대개 내부자문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되는 것과 비교하여 특이한 모습을 보이나 이는 사내변호사 처리 건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도로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공사법령, 도로법령, 유료도로법령,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등이다. 관련법령 제

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이 처리되는 절차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서 의견조회가 있으면 법무팀에서 업무소관 부서로 의견 제출을 요청하

고 법무팀으로 제출된 의견을 정리하여 정부로 제출한다. 관련법령 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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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은 법무팀이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ㆍ참조

하여 최종 제출한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도로공사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법무팀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에 따라 외부나

내부의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고정적인 외부법률자

문 네트워크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견을 받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자문은 원칙적으로 사내변호사

가 처리하나 대외제출용 자문 등 객관성이 요구되거나 중요사항 등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부자문을 받고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로공사의 법무팀 운영과 관련하여 정규직인 기존직원과 계약직인

사내변호사간의 갈등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젊은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젊은 사내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젊은 변호사가 장기적으로 근무하여

중견 직원이 되면 기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갈등

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기존직원과 사내변호사간의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는 장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한다.

4.3. 유형 4의 사례 ③ : 한국수자원공사

유형 4의 세 번째 사례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이다. 조

사사항은 위와 같다.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은 사내변호사로 3년째 근무



- 70 -

하는 직원이다.

(1) 일반현황71)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다목적

댐 및 보 건설·관리 등의 수자원시설건설·관리, 상하수도 건설 및 관리,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수자원공사는 본사의 경우 사장, 부사장, 4본부, 24처(실·본부)를 두

고 있으며, 현장의 경우 1 사업, 8 지역본부, 2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인원은 2013년 말 현재 4,164명이며, 자산은 25조 3,369억 원에

달한다.

(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수자원공사는 부사장 직속으로 법무실을 두고 있다. 법무실에는 실

장을 포함한 21명의 구성원이 있으며 그 중 11명이 법률전공자이다. 사

내변호사는 4명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장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

영하고 있다.

법무실장은 기획실이나 다른 처의 부서장과 동급의 직위에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사장을 거쳐 보고하

고 있다. 법무실장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보고하지는 않는다. 법무

실의 주요업무는 소송 업무 처리, 법률 자문, 법률 제⦁개정 참여 및 협

약의 검토 등이다.

71) 일반현황은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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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보상, 손해배상 등

이다. 연간 200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 그 중 80%는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가 처리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사내변호사와 직원이 처리한

다. 소송 이외의 분쟁은 법무실이 아닌 업무담당 부서에서 맡아서 처리

한다.

(다) 법률자문

수자원공사 법무실은 계약, 공사 및 보상 등 다양한 업무와 관련하

여 법률자문을 하는데, 그 양은 연간 200여 건 정도이다. 법률자문은

90% 정도는 사내변호사가 처리하고, 나머지 10% 정도만 외부변호사 자

문을 통해 처리한다. 법률자문이 처리되는 절차는 다른 기관과 대동소이

하다. 1건의 법률자문이 의뢰되어 회신되기까지는 약 5시간의 시간이 소

요된다(내부변호사 자문 기준).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수자원공사는 주로 공사의 설립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하

여 의견을 제출한다. 의견은 법무실의 직원이 제출하는데, 법무실 직원이

입법관련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의견을 작성하면서 사내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최종 제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수자원공사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반드시 법무실의 협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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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고정적인 외부 법률자문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72),

소송 등의 의뢰를 하는 거래변호사로부터 필요에 따라 자문 협조를 받고

있을 뿐이다. 외부법률자문을 받는 사항은 중요한 소송이나 업무와 관련

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받고 있으며, 외부법률자문을 받는 데에 특

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무팀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사업부서에서 법률적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고 적

절한 시점에 처리되지 못하는 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문제를 숨기지 말고 사업 준비와 함께 법무실과의 의사소

통을 강화하여 법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4.4. 유형 4의 사례 ④ : 한국수력원자력

유형 4의 네 번째 사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다. 조

사사항은 다른 사례와 같으며,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은 약 10년 간 근무

한 법무부서 직원이다.

(1) 일반현황73)

한수원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4월 2일 한

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원자력과 수력, 양수

발전 등을 통해 국내 총 발전량의 약 29%(2013년 말 기준)를 생산하는

발전회사이다.

72) 그 이유는 사내변호사를 4명이나 두고 있고 이들이 90% 이상의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

73) 일반현황은 한수원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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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으며 공운법에 따른

시장형공기업에 속한다. 조직은 본사의 경우 7개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에 원자력 4본부, 1개의 수력본부 및 6개의 양수발전소 등을 운영하

고 있다. 전체인원은 2013년 말 현재 9,549명이며, 자산은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46조 5,572억 원에 이른다.

(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한수원은 관리본부에 법무실을 두고 있다.74) 법무실에는 실장을 포

함하여 7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6명이 법률을 전공하였다. 사내변호

사는 실장을 포함하여 5명이며, 그 중 2명은 정규직이고 나머지 3명은 2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실의 장은 다른 부서(처, 실)의 부서장과 동급의 직위이며,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을 거쳐 사장에게 보

고한다. 법무실장은 이사회 참석대상은 아니며, 이사회에는 사장이 보고

를 한다. 법무실의 주요업무는 소송수행, 법률자문, 관련법령 제⦁개정
참여 및 중요계약 입회75) 등이다.

(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손해배상이나 어업

권 보상 등의 보상 문제이다. 소송은 연간 약 60여건 발생하며 주로 외

부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내부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간혹

74) 한수원의 경우에도 2년 전까지는 조직법무팀의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여 법무업무를 처리하였

다고 한다. 이는 다른 발전 자회사도 마찬가지이며, 그 이유는 별도로 법무부서를 운영할 만큼 업

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75) 위 남부발전의 사례와 같이 중요한 계약에는 사내변호사가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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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다.

(다) 법률자문

한수원 법무실은 주로 계약과 관련하여 연간 약 300여건의 법률자

문을 처리한다. 법률자문은 사내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처리절차는

여타 기관과 같이 업무 소관 부서에서 의뢰를 하고 사내변호사가 회신을

하는 형태이다. 1 건의 법률자문 처리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의뢰건수가 많고 주로 계약서 검토 의뢰이기 때문이라 한다.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한수원은 주로 원자력안전법령이나 원자력진흥법령의 개정과 관련

하여 의견을 제출하는데, 법무실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개정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담당 부서에 개정 사실과 내용을 전달하면 업무담당 부서

에서 의견을 제출한다. 업무담당 부서가 없거나 모호한 법령 개정 사항

은 법무실이 담당한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한수원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법무실의 협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계속적

이고 고정적인 외부 법률자문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

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을 활용하고 있다. 외부법률자문을 받는 경우는 내

부 법무부서의 의견에 대해 업무부서 등에서 논란이 있는 경우나 공사의

의견을 대외에 표명할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 등이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수원의 법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응답자는 사업부서가 내부법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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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면책용으로 활용하는 점을 들고 있다. 법무실의 검토의견을 거쳤다

는 이유로 책임을 분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의뢰 건수

도 많아지고 이는 자문의 회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으로도 이

어지고 있다. 또한 법무부서가 사업부서에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

하고 종속되는 듯한, 그래서 의견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응답자는 법무실의 위

상강화를 제시하고 있다.76)

4.5. 유형 4의 사례 ⑤ : 한국철도공사

유형 4의 다섯 번째 사례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이다. 철도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 사항은 위와 같으며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근무

연수 15년의 법무부서 차장이다.

(1) 일반현황77)

철도공사는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

으며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주요사업으로

는 철도 여객 · 화물운송사업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송사업, 철

도장비의 제작 · 판매 ·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

업, 철도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있다.

조직은 본부 조직에 사장, 부사장과 감사실 등 3실, 7본부를 두고 있

고, 3개의 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임직

76) 그 이유는 법무실의 조직 내 지위가 강화되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법무실의 조직 내 지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직위나 권한이

강화되는 등의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77) 일반현황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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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4년 3월 31일 현재 27,722명이며, 자산은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21조6593억 원에 이른다.

(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철도공사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법무처를 두고 있다. 법무처에는 처

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5명이 법률전공자이다. 사내

변호사는 법무처장과 다른 한 명을 합하여 2명이며 모두 1～2년 기간의

단기계약직이다.

법무처장은 다른 부서의 장과 동급의 직위에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받고 사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법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보고

한다. 법무부서는 주로 법률자문이나 법령 제ㆍ개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소송이나 중재⦁조정 등 다양한 모습을 띤다. 분쟁은 주로

법무처의 사내변호사와 외부법무법인을 통해 해결한다. 분쟁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며, 사내변호사가 지

원하는 형태를 띤다.

(다) 법률자문

철도공사 법무처는 주로 파업과 관련한 자문을 처리하고 있는데 연

간 처리되는 자문 건수는 약 40～50건이다.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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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가 50%, 외부법무법인이 50% 정도의 비율로 처리한다. 법률자문이

처리되는 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유사하게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법무

부서에서 직접 회신하고, 외부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법무처에

서 의뢰하고 답변을 받아서 의뢰부서에 전달하는 형태이다.78)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철도공사와 관련한 법령은 특별법령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과 한

국철도공사법령 등이 있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

는 것은 법무처의 소관이다. 법무처나 업무담당 부서는 입법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나 관련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파악하고 업

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구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철도공사는 내부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

항에 대하여 반드시 법무실의 협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법률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렇

다고 고정적인 외부 법률자문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자문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자문회신 기간이나

적절성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한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철도공사의 법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응답자는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서 자문 외에도 외부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법무부서 자문의 역할이나 의미가 미미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법무부서의 자문이 형식적이 되는 경우가 존재

78)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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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응답자는 이에 대해 특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79)

4.6. 유형 4의 사례 ⑥ : 공무원연금공단

유형 4의 여섯 번째 사례는 공무원연금공단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대

해서도 조사사항은 위와 같으며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근무 연수 20년

이상의 법무부서 차장이다.

(1) 일반현황80)

공무원연금공단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

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주요 기능은 기여

금, 부담금 등 제 비용의 징수와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

급 등과 같은 연금업무, 유가증권투자 등의 기금증식사업, 주택건설·분

양·임대주택운영 등 주택사업 등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그밖에 대여학

자금 대여 등의 국가위탁사업 등이다.

공단은 안전행정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본부에 이사장 아래 연금본부, 사업본부, 경영본부 등의 3본부 12실 1연

구소 1센터 리스크관리단81) 등의 2개의 단을 두고 있고, 지역에는 8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임직원은 2013년 기준으로 524명이며, 자산은 2012년

말 현재 13조 739억 원 정도이다.

79) 연구자가 보기에는 내부 자문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를 정규직이나 장기계약직 등으로 채용함으로써 보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80) 일반현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81) 리스크에는 법률적 리스크도 포함되므로 리스크관리단을 또 다른 법무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적 리스크 예방 등 전통적인 법무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

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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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영본부 산하에 법무실을 두고 있다. 법무실에는

실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법률전공자는 9명이다. 법

무실장은 다른 실이나 처와 같은 직위에 있으며 결재는 차장 - 부장 -

실장 - 본부장 - 이사장 순으로 되어 있으며 결재단계가 다른 공공기관

보다는 많은 편이다. 법무실의 장은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대상

은 아니며 다만 보고자로 참석하는 경우는 있다. 법무실에는 사내변호사

1명을 두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82)가 1명 있다. 사내

변호사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직원이다. 법무실은 행정 및

민사소송 등의 법률분쟁 처리, 법률 자문, 관련법령 제ㆍ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주로 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주로 연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대부분이다.83) 소송은 연간 약 300여건 발생하

며 대부분이 행정소송인바, 행정소송은 모두 직원이 수행하고 그 외의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은 사내변호사나 사건의 위임을 받은 외부변호사

가 수행한다.84) 직원이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실의 직원이 수행

한다.

82) 정규직 공개채용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사내변호사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83) 전체 소송의 96%가 행정소송이라 한다.

84) 전체 소송의 약 4%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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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자문

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은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연금업무나 주택사업 및 자금운용 등과 관련한 사항

이 주를 이룬다. 의뢰되는 자문건수는 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면의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00여건 내외이다. 법률자문은 사내변호

사와 외부고문변호사가 처리하며 그 비율은 3 : 7 정도이다. 1건의 자문

의 처리에는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문이 처리되는 절차는

해당부서에서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법무실에 상

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서를 정리하여 법률자문시스템에 입력한다.

입력된 법률자문 의뢰 건은 사내변호사와 고문변호사가 처리한다.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사업과 재해보상사업, 융자사업, 주택사업, 후

생복지사업 및 퇴직공무원지원사업 등 업무범위가 다양하여 그만큼 관련

되는 법령이 많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법무실이나 업

무담당 부서에서 입법예고 등의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각

업무담당 부서 직원이나 법무실 직원 또는 사내변호사가 의견제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공무원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법무실의 협조 등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

지는 아니하다. 외부적으로는 고정적인 외부 법률자문 네트워크를 가지

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와 별도계약을 하고 있다. 외부에 법률자문을 의뢰

하는 사항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법률관련 사항이라면 제약 없이 의

뢰하고 있다. 자문의뢰를 하는 경우 적절한 때에 필요한 의견을 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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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응답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85)

4.7. 유형 4의 사례 ⑦ : 한국가스공사

유형 4의 마지막 사례, 일곱 번째 사례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

사”라 한다)이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조사한 사항은 위와 같으며 인터

뷰에 응한 사람은 공사 근무 연수 8년의 법무부서 직원이다.86)

(1) 일반현황87)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1983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건설, 운영, 천연가스와 액화

석유가스의 개발, 수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산업통

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시장형 공기업이며 본부에 6본부 1원 24처

를 두고 있다. 지역에는 생산이나 공급기지로서 13개의 생산ㆍ기지본부

가 있다. 임직원은 2014년 1월 정원 기준으로 3,437명이며, 자산은 2013

년 말 기준 43조 6664억 원 정도이다.

85) 연구자가 보기에는 법무실의 결재단계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문제점

으로 생각된다. 다른 공공기관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차장이나 보직이 없는 부장은 실무자

로서 결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내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직원들이 그들의 자문을 거친 경우 법무실장이 곧바로 결재하고 다음 결재단계로

옮겨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86) 이 직원은 외국계 회사 법무팀과 국내 대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경력직 직원으

로서 공사의 법무부서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었다.

87) 일반현황은 가스공사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사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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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업무의 처리 실태

(가) 법무부서의 현황

가스공사는 관리부사장 직속으로 법무실을 두고 있다.88) 법무실은

국내법무팀과 해외법무팀89)의 두 팀으로 나뉘며, 국내법무팀을 주무부서

로 하고 있다. 법무부서에는 부서장인 실장을 포함하여 16 ～ 18명을 두

고 있으며, 국내변호사 3명, 외국변호사 3명 합계 6명의 사내변호사가 있

다.90) 법무실은 전원 법률전공자이거나 로스쿨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

다.91) 법무실은 소송수행, 법률자문, 공사관련 기본법령 관리, 공정거래위

원회 조사의 수감, 사규 제⦁개정 관리, 입법지원, 국내외 협상지원 및

사내법무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소송 등 분쟁의 처리

분쟁은 소송, 중재, 조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92) 연간 발생하

는 분쟁은 40여건에 이르며, 그 중 소송물 가액이 2천만 원 미만의 사건

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사내변호사나 법무실 직원이 수행한다. 반면,

88) 가스공사는 관리부사장 이외에도 기술부사장을 두고 있다.

89) 가스공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부터 가스를 구매하여 발전소 및 일반 도시가스

사로 판매하고, 전국적인 가스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법무실 내에 해외법

무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

90) 법무실 인원 중 국내변호사에는 국내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신규직원으

로 채용된 인원 1명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변호사 3명 중에는 가스공사의 buying power를 고려하

여 유수의 해외로펌이 무료 또는 약간의 숙박비 정도로 보내주고 있는 외국인 변호사(secondee)가

포함되어 있다.

91) 로스쿨 출신자의 경우 신입 일반직으로 채용하였으며 다른 일반 신규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

고 있다.

92) 국내법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의 천연가스 수입 등 국제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국제거래 분쟁의 주된 해결방법인 중재, 조정

등이 소송과 함께 주된 분쟁해결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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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가액이 크거나 중요한 법률사항과 관련된 사건은 법무실 직원이

선정하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다. 그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

무부서와 외부변호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법무실 담당 직원”이 선

정되며, 해당 법무실 담당 직원이 업무조정 및 소송 진행에 대한 전반적

인 사항을 관리(컨트롤)하게 된다.

(다) 법률자문

가스공사 법무실은, 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상법과 관련한 다

양한 이슈와 공사 업무 전반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

다. 자문건수는 연간 400여건93)에 달한다. 법률자문은 주로(70 ∼ 80%)

법무실 직원이 처리하며, 외부에 의뢰하는 비율은 20∼30% 정도이다. 1

건의 자문이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법무실 자체에서 처리하는 경

우에는 4∼7일이, 외부자문의 경우에는 2∼5일이 소요된다.

(라)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참여

가스공사는 그 주요업무가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등이므로 그에 따

라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의 가스관련 법령과 공사법 등의 제ㆍ개정에 참

여하고 있다. 관련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의 제출은 주로 법무부서가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

여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견의 최종적인 제출은 법무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마) 내ㆍ외부 법률네트워크

가스공사는 현업 부서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

93) 이는 문서로 정식 의뢰되는 건수 기준이며, 유선, 대면 상담 등을 포함하면 연간 1천 건이 넘

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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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년 단위 입찰을 통해

외부법률자문 네트워크도 유지하고 있다. 외부법률자문 네트워크의 경우

국내법무법인 10∼15곳, 해외법무법인 7∼10곳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의 법률자문은 법무부서에서 처리하나, ①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나

견해가 필요한 경우, ② 대정부 의견 제출 혹은 대국민 민원 처리가 필

요한 경우에는 외부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스공사 법무부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법무부서의 역할에

대한 조직 내의 인식과 관련된다. 즉, 법무부서가 현업부서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활동의 과실(果實)은

나눠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000여 건에 달하는 자문 등 업무량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 등 다른 부서가 법무부서를 한직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94) 특히 법률자문을 잘 하지 않는 지역 사무

소나 기술직 분야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공기업은 규정과

지침이 있어 그에 따라 업무를 하므로 대부분의 현업부서에서 법무팀에

자문을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법무팀에 자문을 의뢰하는

건은 문제가 곪을 때로 곪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면피하려는 의

도로 법률자문을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어 이를 잘 판단하는 것도 애로사

항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법무부서는 공사 내의 민사상, 형사

상 모든 사항을 관할하므로 대내외 비밀 유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 응답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무부서에 감사의

94) 응답자는 사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만큼 공기업과 사기업의 법무부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더욱

미묘하게 느끼고 있는 듯하다. 즉 사기업의 경우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가 기업의 사활

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여서 법무부서의 중요성과 역할이 크고 사업부서 등 다른 부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데 비하여, 공공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며 법령으로 존속이 보장
되는 측면이 있어 법률문제가 조직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러한 인식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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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과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한다.95)

제 4 절 유형별 사례 조사결과의 분석

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형 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판단은

① 법무부서나 사내변호사 유무에 따라 법무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특히

자문처리 일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② 법무부서나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연구 특히 O'Meara(2005)가 성공적인

법무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중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법무부서나 사내변호사의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치는지,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법무부서장이나 사내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보고나 의견 개진을 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형 1의 사례 분석

법무부서를 두지 않고 있고 사내변호사도 없는 유형 1의 경우에는 법

무담당자의 수도 1명 정도로 소수이며, 담당자 전공도 법률 전공 여부를

중요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문이나 소송 등 법무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발생하는 분쟁 건수

는 10여건, 자문처리 건수는 연간 100건 내외이다. 그마저도 주로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자 수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로 외부에 의뢰하므로 1주일 이상이

95) 연구자가 보기에는 이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감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현실적이

지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은 준법지원인 등의 법률적 문제의 사

전 예방적 기능을 부여하자는 형태로 선해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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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고 있었다. 유형 1의 경우 법무부서나 전공자 또는 사내변호사 등

법무전문 조직 및 인력이 부재하여 질 높은 법무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간단한 자문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무전담 조직의 신설이나 사내변호사 등 전문인

력의 보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 유형 2의 사례 분석

법무부서는 두지 않고 있으나 사내변호사는 두고 있는 유형 2의 경우

에도 법무담당자의 수는 1명 또는 3명 정도로 소수이다. 법무 담당자의

전공은 조사 사례에서는 담당자 모두가 법률전공 이었다. 이 유형도 유

형 1과 같이 연간 발생하는 분쟁의 건수가 10여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자문처리 건수는 연간 100～130건 정도로 많지 않다. 다만, 사내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일 정도로써 유형 1보다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2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현업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법적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문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통하여 사전적 리스크 관리 수

단으로서의 자문의 존재나 의미를 인식시키는 한편, 내부규정 등을 통하

여 법무담당 부서 혹은 사내변호사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걸러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유형 3의 사례 분석

법무부서는 두고 있으나 사내변호사는 두고 있지 않은 유형 3의 사례



- 87 -

의 경우 법무담당자가 6명이나 그 중 일부만이 법률전공자이다. 연간 분

쟁건수는 약 460건으로서 1 유형이나 2 유형에 비해 4.6배나 많은 수이

다. 다만, 자문의 경우에는 연간 약 120건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내부직원이 처리하는 경우 3～4시간에 불과하여 1 유형

이나 2 유형에 비해 확연하게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답변을 함으로써 답변의 권위나 신뢰

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로 인해 불필

요한 경우에도 외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

자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유형 4의 사례 분석

법무부서와 사내변호사를 모두 두고 있는 유형 4는 법무부서의 조직

형태나, 구성원 수 및 사내변호사 수도 다양하다. 유형 4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법무부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문을 문제가 불

거지고 나서 면책용으로 활용하는 점(관광공사, 수자원공사, 한수원, 가

스공사 등) 둘째, 외부자문과의 병행이나 현업부서의 인식부족으로 인하

여 법무부서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하여 낮은 평가(철도공사, 가스공사)를

하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제도적으로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업무처리 절

차를 재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법무부서의 역할과

지위, 사전적 법률검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삼성 등 민간 대기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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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의 역량 있는 변호사자격 보유자를 정규직 등 좋은 조건으로 채

용하여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외부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능력 있는 전문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서나 구성원에 대하여 전문기술보유자와 같이 별도 보상체계를 설계하

고, 부서장이나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이거나 이사회, 최종

결재권자 등에 직접 상시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공식 루트를

제도화 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다른 유형에도 요

구되는 사항이다.

5. 연구문제의 기술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서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해 보고자 하

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유무와 자산이나 총원과의 상관관계와

그 방향 둘째, 사내변호사 숫자, 법무부서 구성원(혹은 법무담당자)의 숫

자와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총원과의 상관관계와 그 방향 셋째, 분쟁 건

수, 자문처리 건수와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총원과의 상관관계 및 그 방

향 넷째, 법무부서 구성원 수, 사내변호사 수와 분쟁 건수, 자문 건수 및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과의 상관관계와 그 방향 등이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위에서 조사한 12개 사례의 기초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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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사
례 자산 총원

부서
유무

부서원
(담당)
수

변호
사 수

연간 분쟁
건수

연간
자문
건수

자문소요

시일주)

1
①

②

2,827

10,700

1,204

1,870

X

X

1

1

0

0

10

12

100

161

(3～7)

(5～7)

2
①

②

73,602

2,484

1,947

1,785

X

X

1

3

1

1

10

10

100

125

3.5

3.5

3 - 83,465 4,941 ○ 6 0 460 120
0.06

(1.5 시간)

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174

533,720

253,369

465,572

216,593

130,739

436,664

630

4,140

4,164

9,549

27,722

524

3,437

○

○

○

○

○

○

○

3

10

21

7

12

11

17

1

3

4

5

2

1

6

13.5건(12～15건)

300건

200건

60건

-

300건

40건

600

600

200

300

50

200

400

0.15(3.5시간)

10

0.2(5 시간)

14

-

3

5.5

[표 7] 기술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단위 : 억 원, 명, 일)

주) 자문소요시일은 내부자문을 기준으로 함. 외부자문은 내부 법무부서, 사내변호사

유무 등 기관 내부의 사정과 관계없이 소요시일이 일정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임. 따라서

법무부서가 없고 내부자문이 이뤄지지 않는 유형 1의 경우에는 외부자문 소요시일을 참

고삼아 표기하였을 뿐이며, 상관관계 분석 등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아울러 3∼4일 등의

경우 평균(가령 3.5일. 분쟁건수도 마찬가지임)으로, 시간 단위의 경우 24(시간)로 나누어

표시함.

5.1. 기술통계 분석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96) 먼

저 샘플 전체의 경우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구성원(부서가 없는 경우 담

당자 수)은 평균 약 7명(중간값 6.5명, 최빈값 1명)을 두고 있으며 사내

변호사의 수는 평균 2명(중간값 및 최빈값 1명)이다. 분쟁건수는 연간

평균 약 128건(중간값 40건, 최빈값 10건)이고 자문건수는 연간 평균 약

246건(중간값 180건, 최빈값 100건)이며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96) 샘플의 수가 12개밖에 되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확보 자료만으로 기술

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강의 상태를 추정해 보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

석은 SPSS ver.19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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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중간값 및 최빈값 3.5일)이다.

다만, 법무부서가 있는 8개 사례(유형 3 : 1개, 유형 4 : 7개)를 기준으

로 할 때에는 법무부서 구성원 수는 평균 약 10명(중간값 10.5명, 최빈값

3명)을 두고 있으며 사내변호사 수는 평균 약 2명(중간값 2.5명, 최빈값

1명)이다. 분쟁건수는 연간 평균 196.2건(중간값 200건, 최빈값 300건)이

고 자문건수는 연간 평균 308.7건(중간값 250건, 최빈값 200건)이며 자문

에는 평균 4.7일(중간값 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

리하면 각각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샘플 전체의 기술통계

구분
부서원(담당자)

수(명)

사내변호사

수(명)

분쟁

건수

자문

건수

자문소요

시간(일)

평균 7.75 2.0 128.68 246.33 4.43

중간값 6.50 1.0 40.00 180.50 3.50

최빈값 1.00 1.0 10.00 100.00 3.50

유효 12 12 11* 12 9*

결측 0 0 1* 0 3*

* 철도공사의 경우 분쟁건수, 자문소요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고 유형 1의

경우 내부자문이 없어서 분쟁건수에서 결측 1, 자문소요시간에서 결측 3이

발생.

[표 9] 법무부서 있는 사례(8개)의 기술통계

구분
부서원(담당자)

수(명)

사내변호사

수(명)

분쟁

건수

자문

건수

자문소요

시간(일)

평균 10.87 2.75 196.21 308.75 4.70

중간값 10.50 2.50 200.00 250.00 3.00

최빈값 3.00 1.00 300.00 200.00 .06

유효 8 8 7 8 7

결측 0 0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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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의 경우 분쟁건수, 자문소요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분쟁건수

및 자문소요시간에서 각각 결측 1이 발생.

5.2. 연구문제 분석

이변량 상관계수 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샘플에 대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유무와 자산의

상관계수는 0.615로서 상관이 높으며97)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 즉

주어진 샘플로 볼 때 공공기관의 자산규모와 법무부서 유무는 높은 정의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서 유무와 총원의 상관계수는 0.339로

서 상관이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로는 법무부서 유무와 총원 간에 상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내변호사 수, 법무부서 구성원(혹은 담당자. 이하 같음)

수와 공공기관의 자산 또는 총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사내변호사

의 수와 자산의 상관계수는 0.856으로서 상관이 매우 높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다. 즉, 사내변호사 수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매우 높

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내변호사의 수와 총원의 상관

계수는 0.2로 매우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로는 사내변호사 수와 총원 간의 상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무부서 구성원의 수와 자산의 상관계수는 0.617로서 상관이

높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 즉 법무부서 구성원의 수는 자산의

규모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법무부서 구성원의 수와 총원의 상

관계수는 0.283으로서 상관이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97) 상관계수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한다. ±.00 ∼ .20은 “상관이 매우 낮다”, ±.20 ∼ .40은 “상관

이 낮다”, ±.40 ∼ .60은 “상관이 있다”, ±.60 ∼ .80은 “상관이 높다”, ±.80 ∼ 1.0은 “상관이 매

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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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로는 법무부서 구성원 수와 총원 간의 상

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셋째, 분쟁 건수나 자문처리 건수와 해당 기관의 자산이나 총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분쟁 건수와 자산의 상관계수는 0.234로서 상

관이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분쟁 건수와 총

원의 상관계수 역시 0.215로서 상관이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

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로는 분쟁 건수와 자산 및 총원 간

에 상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자문처리 건수와 자산의 상관계수는 0.493으로서 상관이 있으

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자문처리 건수와 총원의

상관계수는 -0.278로서 상관이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로는 자문처리 건수와 자산규모 간에 상관

이 있다거나, 자문처리 건수와 총원 간에 상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넷째, 공공기관의 법무부서의 구성원 수, 사내변호사 수와 분쟁 건

수, 자문 건수 및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법무부서의 구성원 수와 분쟁 건수의 상관계수는 0.373으로서 상관이 낮

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로

는 법무부서 구성원 수와 분쟁 건수 간에 상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법

무부서 구성원 수와 자문처리 건수의 상관계수는 0.162로서 상관이 매우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

로는 법무부서 구성원 수와 자문처리 건수 간에 상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내변호사 수와 분쟁 건수의 상관계수는 -0.075로서 상

관이 매우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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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만으로는 사내변호사 수와 분쟁 건수 간에 상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없다. 사내변호사 수와 자문처리 건수의 상관계수는 0.399로서 상관이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

로는 사내변호사 수와 자문처리 건수 간에 상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무부서 구성원의 수와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의 상관계수는

-0.026으로서 상관이 매우 낮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

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로는 법무부서 구성원 수와 자문처리 소요시

간 간에 상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없다. 사내변호사 수와 자문처리 소

요시간의 상관계수는 0.570으로서 상관이 있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니하다. 즉 조사한 사례만으로는 사내변호사 수가 많고 적음

에 따라 자문처리 소요시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상관관계 분석에 따라 연구문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공공기관의 자산 또는 총원과 자문처리 소요시간 간

에는 상관이 높다는 것(유의수준 0.05에서 유의) 둘째, 법무부서의 유무

와 법무부서 구성원 수는 상관이 높다는 점(유의수준 0.05에서 유의) 셋

째, 법무부서 구성원 수와 사내변호사 수는 상관이 높다는 점(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등이다.98)

구분 자산 총원
부서

유무

부서

원

수

사내

변호

사

수

연간

분쟁

건수

연간

자문

처리

건수

자문

소요

시간

자산
상관계수 1 .272 .615 .617 .856 .234 .493 .773

유의확률 - .393 .033 .032 .000 .489 .103 .015

총원
상관계수 .272 1 .339 .283 .200 .215 -.278 .675

유의확률 .393 -　 .281 .374 .532 .526 .381 .046

부서 상관계수 .615 .339 1 .699 .542 .586 .483 .111

98) 이상의 상관계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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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공공기관은 공공정책의 최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사항이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공

행정의 집행 과정 즉, 발전⦁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운영, 교통

안전서비스 제공 등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토지 수용 및 보상

등 수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설립법령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송, 보상 등의 분쟁에 대하여도 대처해야 하

는 만큼, 법무업무의 양이나 질 측면에서 민간 대기업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법무부서와 사내변호사 운영 및 내⦁외부 법률자문네

트워크 유지 등 법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유지하는 것은 공공기관 업무

유무 .777.111.058.069.011-　.281.033유의확률

부서원

수

상관계수 .617 .283 .699 1 .720 .373 .162 -.026

유의확률 .032 .374 .011 -　 .008 .259 .615 .946

사내변

호사 수

상관계수 .856 .200 .542 .720 1 -.075 .399 .570

유의확률 .000 .532 .069 .008 　- .826 .199 .109

연간

분쟁

건수

상관계수 .234 .215 .586 .373 -.075 1 .028 -.170

유의확률 .489 .526 .058 .259 .826 　- .934 .662

연간

자문

건수

상관계수 .493 -.278 .483 .162 .399 .028 1 .290

유의확률 .103 .381 .111 .615 .199 .934 　- .448

자문

소요시간

상관계수 .773 .675 .111 -.026 .570 -.170 .290 1

유의확률 .015 .046 .777 .946 .109 .662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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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공기관은 법무

부서나 사내변호사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과 무관하게 담당

자를 배치하는 등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법무업무

처리실태나 법무부서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성공적인 법무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과 전통적인 법무업무의 내용을 발굴하였다. 즉, 법무부서의 구성, 법무

부서 및 법무부서장의 지위(결재라인,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이사회 직접

보고 여부 등), 사내변호사와 관련한 사항, 법무업무의 처리 내용 및 그

실태(소송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법령

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법무업

무 처리 및 법무부서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서도 조사해 보았다.

조사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들에 대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알리오(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의 경영공시 사항을 통하여 법무부서와 사내변호사 유무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117개 기관 중 81개 기관이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법무부서를 두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

은 공공기관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7:3 정도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

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은 64 : 3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53 :

47, 위탁집행형의 경우 79 : 21 퍼센트의 비율로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다만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50 : 50의 비율

을 보였다.



- 96 -

법무부서 유무, 사내변호사 유무가 법률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

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유형을 4개로 나누었다. 즉, 법무부

서와 사내변호사가 모두 없는 경우는 1유형, 모두 있는 경우는 4 유형으

로, 사내변호사만 있는 경우는 2유형, 법무부서만 있는 경우는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 별로 1～7개의 공공기관, 전체 12개의 공공기관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법무부서 직원, 법무담당자, 법무부서의 장, 사내변호

사 등에 대한 대면, 전화 또는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하였다. 조사한 내

용은 법무부서의 유무, 법무부서의 구성(부서원 수, 사내변호사 수, 부서

장 직위 등), 업무(소송, 자문 등)별 처리 실태, 법무업무 처리 또는 부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다.

사례 조사결과 법무부서를 두지 않은 유형 1, 2의 경우 소송이나 자문

등 법무업무의 양이 적어 법무부서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한 경우 1～3명의 직원을 두어 법무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었

다. 한편, 법무부서를 두고 있는 유형(유형 3 또는 4)은 부서원이 3～21

명으로서 분포가 다양하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7명 정도의 부서원 또는

담당자를 두고 있었고, 법무부서가 있는 유형은 평균 10명의 부서원이

있었다. 사내변호사는 평균 2명을 두고 있었다.

소송 등 분쟁과 관련하여 법무부서를 두지 않은 곳은 연간 10여건 정

도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전체 평균은 약 128건, 법무부서를 두고

있는 사례의 경우 평균 196건으로 법무부서 있는 곳이 분쟁건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문처리 건수의 경우 전체 평균은 약 246건이나 법

무부서가 있는 사례의 평균은 약 308건으로 역시 법무부서 있는 곳이 자

문건수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소송, 자문 등 업무가 많을수록

법무부서 설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적은 사례이기는 하나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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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공기관의 자산규모와 법무부서 설치여부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자산규모와 사내변호사 수는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산규모와 법무부서 구성원 수 역시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무업무 처리 및 법무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법무

부서 및 사내변호사를 두지 않은 유형 1의 경우 법무부서나 전공자 또는

사내변호사 등 법무전문 조직 및 인력이 부재하여 질 높은 법무 서비스

가 이뤄지지 못하고 간단한 자문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

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무전담 조직의 신설이나 사내변호

사 등 전문가의 채용이 제시되고 있다.

유형 2의 경우 현업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하

거나 아예 법적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

었다. 이에 대하여는 교육을 통하여 사전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의

자문의 존재나 의미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한편, 내부규정 등을 통

하여 법무담당 부서 혹은 사내변호사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걸

러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제기된다.

유형 3의 경우 전문자격자가 없어서 법무부서의 권위나 신뢰에 의문

이 제기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 자

격 보유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유형 4의 경우에도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면책용으로 법무부서를 활

용하는 점, 법무부서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하여 낮은 평가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법

무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재설계하고, 별도의 보상체

계를 설계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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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례 전반적으로 회사의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사내변호사나 법

무부서의 장이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를 하

도록 제도화 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법률적 문제가 기관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 전문분야인 법률적 검토가 제3자를 통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전달되는 경우(특히 비전문가인 중간단계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99)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서장 혹은 사내

변호사가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제가 갖

추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우 법무부서 설치, 법무담당 인력 배치

등에 대하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공기

관 예산의 제약, 인력확보에 있어서의 비탄력성 등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수입이나 수익에 민감하지 않은 점도 소극적인 법무 행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통제 필요성 강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등 사전적 법률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법무부서 역할의 필요성 증대 등의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사내 법무

기능의 보완이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서

설치나 사내변호사 채용 등 법무담당 조직이나 시스템의 보완이 뒤따라

야 할 것이다. 마침 사법시험 정원 확대, 로스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

규변호사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법무전문 인력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이 공공기관 법무기능 개선에 적기임을 재확인 시

켜준다 할 수 있다.

99)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 성공적인 법무부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강조되었던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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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법무업무 처리 실태를 업무담당자, 사내변호사

또는 부서의 장 등을 실제로 인터뷰하여 조사⦁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

의가 있다. 사내 법무부서 운영에 관하여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몇몇 조

사 자료가 있기는 하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례 조사⦁분석은 처음

이라 하겠다. 아울러 각 유형별로 부서장, 사내변호사, 직원 등 다양한

사내법무 담당 구성원을 통하여 실태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조사⦁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

다. 첫째, 계량적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각 유형별로 몇몇 사례를

통해 회사의 규모(자산, 총원)에 따라 법무부서 유무나 구성원의 수 등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있으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효과성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법무부서나 사내변호사를 두어서

얼마나 분쟁을 예방하고 있는지, 회사의 수익성이나 생산성에는 어느 정

도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셋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인터뷰이(interviewee)의 주관적

인 의견에 치우진 점이 있다. 사례별 응답자의 주관적인 견지에서의 문

제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를 그대로 공공기관의 일반적 문제점 혹은 개선

방안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추가 연구를 통하여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현황에 대하여 조

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사례를 통하여 법무부서 및 사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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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운영의 효과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 이어 이러한 후

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법무기

능이 사후처리 및 지원부서에서 탈피하여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고 준법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기업과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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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인터뷰 양식]

1. 법무부서의 유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1.1 귀 기관에는 법무(소송, 법률자문, 관련법령 제ㆍ개정 참여 등)를 담당하는

부서(내부 직제상의 정규 조직을 말합니다.)를 두고 있습니까?(없는 경우 1.2

부터 진행바랍니다.)

1.1.1. 법무부서를 두고 있다면 명칭은 무엇입니까?(00처, 00부 등/하위 단위인

경우 00부(처) 00팀 등으로 기재바랍니다.)

1.1.2. 법무부서를 두고 있다면 부서장의 직위는 다른 부서장과 비교하여 어떤 수

준입니까?(ex. 인사, 기획 등 다른 부서의 부서장과 동급이다, 그렇지 않다 등)

1.1.3. 법무부서의 장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간 단계

없이 직접 결재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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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법무부서의 장은 이사회 참석대상입니까?

1.1.5. 법무부서의 장은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직접 이사회에 보고를 합니까?

1.1.6. 법무부서에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1.1.7. 법무부서원 중 법률을 전공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1.2.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면 법무업무는 어떤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서가 있는 경우 1.3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1.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면 몇 명의 인원이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1.2.2.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면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전공

자입니까?

1.2.3. 법무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별도 조직을 둘만큼 법무

업무가 많지 않음 or 예산의 부족 등 자유롭게 기술 바랍니다.)

----------------------------------------------------------------

1.3 귀 기관에는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습니까?

1.3.1. 사내변호사가 있다면 몇 명 있습니까?

1.3.2. 사내변호사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ex. 정규직, 3년 이상의 장기계약

직, 1～2년의 단기계약 등 구분하여 기술 바랍니다.)

2. 법무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2.1. 법무부서(별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

까?[소송 등 분쟁처리, 법률 자문, 관련법령(기관 설립근거법령 및 주요사업관

련 법령 등) 제ㆍ개정 참여 등 자유롭게 기술바랍니다.]

2.2. 소송 등 분쟁처리에 관하여

2.2.1. 분쟁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ex. 소송, 중재, 조정 등)

2.2.2. 분쟁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ex. 000소송 등 주요 내용 몇몇만 나

열 바랍니다.)

2.2.3. 분쟁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ㆍ처리됩니까?

2.2.4. 분쟁업무는 주로 누가(ex. 내부직원, 사내변호사, 외부법무법인, 외부변호사 등)

처리하며, 그 각각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2.2.5. 분쟁업무를 직원이 처리할 경우, 법무부서(혹은 법무담당직원)에서 처리합

니까 아니면 해당 사건 관련부서에서 직접 처리합니까?

2.3. 법률자문 업무 처리에 관하여

2.3.1. 주로 어떤 내용의 법률자문 요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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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자문처리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입니까?

2.3.3.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은 주로 누가[ex. 법무부서(or 법무담당) 직원, 사내

변호사, 외부법무법인, 외부변호사 등] 처리하며, 그 각각의 비율은 어느 정

도입니까?

2.3.4. 한 건의 법률자문 처리에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자문의뢰 시점부터 답변

회신까지)이 소요됩니까?(구분이 가능하다면 내부 직원이 하는 경우, 사내

변호사가 하는 경우, 외부자문기관에 맡기는 경우 등 자문주체별로 구분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 법률자문이 처리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ex. 담당부서에서 법무부서로

의뢰 -> 법무부서에서 직접 회신 or 자문변호사에 의뢰 -> 법무부서에

서 회신 수신 -> 의뢰부서에 통보 등)

2.4. 관련법령(기관의 설립 관련 법령, 주요사업 등과 관련한 법령) 제ㆍ개정 참여

2.4.1. 관련법령(기관설립 법령, 주요사업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4.2. 관련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 등의 업무는

주로 누가[ex. 사내법무부서(법무부서가 없는 경우 직원), 사내변호사, 외부법

무법인 등] 수행합니까?

2.4.3. 관련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등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까?

(ex. 법무부서 혹은 담당자가 관련법령의 입법예고 사항 등 상시 모니터

링 or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의견요청 or 담당부서에서 법무부서로 의뢰 ->

법무부서에서 직접 회신 or 자문변호사/법무법인에 의뢰 등)

3. 내ㆍ외부 법률 네트워크에 대하여

3.1. 귀 기관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법무부서

(없는 경우 법무담당자, 사내변호사 등)의 협조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3.2 귀 기관에는 고정적인(1년 이상의 자문계약 등) 외부법률자문 네트워크(외부

법무법인ㆍ변호사 등)가 있습니까?

3.3. 귀 기관은 외부 법률자문으로부터 적시에 필요한 의견을 용이하게 받고 있

습니까?

3.4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사항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모든 사항 or 일정 기준

을 초과하는 소송이나 의사결정 사항 등)

4. 법무업무 처리 또는 법무부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4.1. 법무부서를 운영하거나 법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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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자유롭게 그리고 가급적 상세하게 기

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위(3.1.)에서 기술해 주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자유롭게 그리고 가급적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자에 대한 일반 사항

5.1. 귀하가 소속하고 있는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5.2. 귀하의 근무연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5.3.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ex. 실무자(사원, 주임, 대리, 과장 등), 초급간

부(차장 등), 부서장(팀장, 처장, 실장 등), 임원 등)]

* 그밖에 법무업무 처리 또는 법무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

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라며, 법무업무처리와 관련한 내부규정 등의 자료가 있으

시면 답변과 함께 송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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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status of 

in-house lawyering in public 

enterprises of Korea

Kim, Joong Ha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ize of company has expanded and been 

internationalized, its business activities are getting to have more 

impact on the whole society.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which supply public goods such as power, road and etc. have still 

bigger and more direct influence on the country and its people 

than that of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because public interest 

is another huge primary goal for public enterprises also, public 

enterprises have greater need for compliance management. And 

so the legal department should be placed to the forefront of the 

compliance management. Nevertheless, many public enterprises 

don't have even legal department itself. Furthermore, there are 

few research on the status of the legal department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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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

   In this study, we can have a look at the status of legal 

depart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we can find some 

problems and try to find out ways to improve. For this mission, I 

searched previous studie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legal department such as reporting lines, in & out legal 

network and so on.

   Through basic research such as visiting internet web-sites of 

each public enterprises, I classified every public enterprises into 

four types. And for each type, I researched 1-7 examples in 

depth through face-to-face, telephone and written interview. The 

total number is 12 public corporations. The interviewees are the 

chief of department, in-house counsellor and legal department 

staffs.

   As a statistical result, the asset size of the public enterprises 

h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whether the public enterprises 

have legal department or not, and with the number of in-house 

lawyers and the number of the legal department members.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in-house legal department 

and dealing legal affairs are as follows; For type 1 which has no 

legal department and in-house counsellor, quick and high-quality 

legal service is not available in each examples. For type 2 and 4 

which have legal department(type 4 has in-house counsel also), 

there was a tendency utilizing legal department or legal counsel 

as means to avoid responsibility.

 For the improvement, it is recommended to install a legal 

department or to hire expert such as a lawyer for type 1. And 

for type 2 and 4, it is needed to give a right to the legal 

department or in-house lawyer to screen or filter 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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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request from business departments which does not 

need consulting. 

   In this study, public enterprises generally showed negative 

attitude to the internal legal functions. It is regarded as a passive 

and just supporting department in the business.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legal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 is expanding, in-house legal function should be enlarged. 

So, public enterprises are recommended to improve in-house 

lawyering system by installing legal department and hiring  

in-house lawyers and so on.

keywords : in-house legal departments, dealing legal affairs of 

public enterprises, in-house lawy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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